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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시 서비스 운영 현황 
 볼티모어 시 공립학교 

수업 중지됨. 학습 패키지 액세스: 
baltimorecityschools.org/learning-packets 

 볼티모어 개발 공사(Baltimore Development 
Corporation) 
방문객이 사무소를 방문할 수는 없지만, BDC 는 계속 
운영합니다. 

 볼티모어 지방자치 지대 설정 당국(Baltimore 
Municipal Zoning Authority) 
모든 청문회는 중지됩니다. 신규 청원 접수 불가능. 

볼티모어 경찰국 
 경찰서 

건물에 대한 일반인 이용은 제한됩니다. 

 범죄 신고 
경찰서 방문이 제한되므로 범죄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baltimorepolice.org/file-police-report 

 BPD 경찰관 
경찰관들은 주 7 일 하루 24 시간 순찰과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선거위원회 
 사무소 

사무소는 일반에게 개방되지 않습니다. 

 예비선거 
예비선거는 2020 년 4 월 28 일에서 2020 년 6 월 2 일로 
변경되었습니다. 

 CAP 센터는 일반에게 개방되지 않지만, BH20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bmorechildren.com/community-action-partnership 

주거 및 커뮤니티 개발부(DHCD) 
 직접 방문 계획 검토, 라이센싱 및 등록 

이러한 직접 방문 서비스는 중지되었습니다. 

 건축 감리 

공공 업무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수도요금 지불 

온라인 또는 우편 결제.  

 쓰레기 및 재활용 

 콜센터 – 물 관련 비상 서비스, 311 로 전화 

 고객 방문 센터 

 시민 드롭 오프 센터 – 북서부, 동부 및 남서부 폐쇄. 
매립지 및 다른 센터 오픈. 

 거리 청소 

사회복지부 
 사무실 폐쇄. 443-423-6400 으로 지원 요청. 

교통부 
 Charm City Circulator 

장애인이 아닌 승객은 뒷문으로 승차해야 합니다. 

 견인 차량의 수용 장소 
견인된 차량을 되찾아갈 수 없지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차량 벌금 부과 
긴급 안전과 보행 문제에 대해서만 티켓 부과. 

 주차요금 – 요금 낼 필요 없음 

소방서 
 대중 교육 이벤트 및 CPR 훈련 

 비상 대응 

환경 관리 위원회 
 청문회 

 청문회, 요금 감면 및 세금 감면 검토에 대한 요청 
서면 요청서 우편 송부 주소지: 1 N. Charles Street, 
13th Floor, Baltimore, Maryland 21201, 이메일 주소: 
ecb@baltimorecity.gov. 직접 방문 불가. 

보건부 
 시니어 센터 

음식 자택 배달이 필요한 고연령층은 메릴랜드 액세스 
포인트 410-396-CARE(2273)으로 전화 가능. 

 허가 신청 

 BARCS 동물 보호소 
약속 방문만 가능합니다. 

주류 위원회 
 갱신 신청, 근거 서류 및 결제는 사무소(1 N. Charles 

Street, Suite 1500) 외부에 있는 드롭 박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류 위원회 청문회 

시장 직속 고용개발사무소 
 고용 센터 

대인 서비스는 중지되었지만, 고객은 정상 영업 시간 
중에 지원 요청을 위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직속 홈리스 서비스 사무소 
 비상 보호소 

모든 보호소는 정상 운영합니다. 

 거리 지원활동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보급품을 제공하기 
위해 팀이 재배치됩니다. 

 레드우드 스트리트 오피스 
방문 서비스는 중지되었습니다. 

형평 및 시민권 사무소 
 지원활동 이벤트 

 불만 제기 
불만은 전화 (410-396-3141) 또는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civilrights.baltimorecity.gov/file-a-
complaint 

 감사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직통전화는 운영됩니다(443-984-3476).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프로그램, 시설 및 렌탈 

시설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으나 급식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급식 
학생들은 40 여 개의 센터에서 스낵과 디너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bit.ly/38XqBp2 를 방문하여 가까운 장소를 
알아보세요. 

보안관 사무소 
 퇴거 

퇴거는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퇴거 통지서를 받은 
경우, 퍼블릭 저스티스 센터 410-625-9409 로 
연락하십시오. 

기호: 

 영향 없음  변경됨  중지됨 
 

 

 

 

Bernard C. “Jack” Young 

Mayor 

특정 서비스나 목록에 없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3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COVID-19 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coronavirus.baltimorecity.gov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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