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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 반대에 대한 연방 법률소송에 
참여합니다; 엘리치(Elrich) 군수는 시민권 취득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에게 
지금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속보: 2020년 9월 24일 

마크 엘리치(Marc Elrich) 군수는 오늘 몽고메리 카운티가 미국 국토 안보부에 대한 프로젝트 
시민권 소송에 합동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미국 33개 도시 및 카운티와 미국 시장단 회의에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송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거주자가 귀화 신청 또는 기타 지위 
및 혜택을 신청하는 데 더 큰 비용을 요구하는 새로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정책에 
대한 반대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연방 법원에 새로운 법령의 발효가 중단할 수 있도록 탄원하는 
것입니다. 

10월 2일부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귀화 신청 수수료를 $725에서 $1,200로 
인상하고 거의 모든 저소득층의 수수료 면제를 중단합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고 망명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여 
미국을 망명 신청 수수료를 받는 4개국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이민 수수료를 두 배로 늘리고 저소득층의 수수료 면제를 중단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지만,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소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마크 엘리치 
군수는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수수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민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들의 길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부의 선별은 미국의 가치에 반합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이 될 때 우리 카운티는 번창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10월 2일에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에 
즉시 귀화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법률 자문과 시민권 신청 지원이 필요한 경우, 평판이 
좋고 믿음직한 법률 기관으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 중 약 56,000명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880만 명이 있습니다. 

시민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주자는 Gilchrist Immigrant Resource Center (240-
777-4940)에 연락하거나 카운티 웹 사이트 www.montgomerycountymd.gov/Gilchrist/Citizenship 를 
방문하십시오. 

몽고메리 카운티에 가족 “숫자"를 입력하여 반영되게 하십시오!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인구 
조사를 꼭 완료하십시오. 안전하고, 비밀이 유지되며, 쉽고 중요합니다. #2020Census 
#EveryoneCountsM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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