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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시, 코로나 무료 검사 연장
오는 2월 말까지 OC 그레이트 파크에서

어바인시가 어바인시 거주 주민과 어바인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

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연장

하기로 했다.

어바인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

할만한 수준이라며 오렌지카운티 그레이트 파크 

(Orange County Great Park, 8000 Great Park Blvd., 

Irvine, CA 92618) 에서 지난달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

던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오는 2월 말까지 연장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어바인시는 지난해 5월 12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의결하

고 같은 달 26일부터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해 오고 

있으며 소요 비용은 시의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루 260명까지 무료 검사를 해 주고 있으며 건강보

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검사 시작 후 지난달 말 현재 약 15,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다. 

어바인시의 코로나19 무료 검사는 증상 여부와 상

관없이 받은 수 있으며 사전 예약해야 한다. 검사 시

간은 월요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이며 보험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ID카드, 어

바인 주소가 포함된 공공 요금 청수서나 어바인 주

소를 사용하는 직장의 급여 명세서 사본 등 어바인 

주민이거나 어바인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증명

서를 지참해야 한다.

예약은‘curogram.com/covid-testing/irvine’에서 

예약할 수 있다.

코리안복지센터,
DACA 신규 

신청 무료 지원

중단됐던 DACA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이 2021년부터 재개됨에 따라 부에나파크

에 있는‘코리안복지센터’(관장 김광호, 7212 

Orangethorpe Ave. Suite 8, Buena Park, CA 

90621)가 2021년 1월 한달 동안 신규 신청서 작

성을 무료로 도와준다. 

DACA 신규 신청 자격 조건은 ●2012년 6월 15

일부로 31세 미만인 자 ●16세 생일 전 미국 입국 

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 체류 

자 ●2012년 6월 15일에 미국 체류하고 이민국에 

Deferred Action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미국 내 체

류자 ●2012년 6월 15일 기준 합법적인 신분이 종

료된 경우(입국 심사 없이 들어온 경우 포함) ●현

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자격

증 소지 자 ●중범죄나 3건 이상의 경범죄를 범하

지 않았고 국가 안보, 공공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자 등이다.

DACA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 나이 

확인 증명 자료(출생 증명서 또는 출생일이 기입

된 여권, 학생증 등) ●미국에 입국 당시 16세 미만 

증명 자료(입국 날짜 표기된 여권, I 94, 은행 계좌 

등의 재정 서류, 학생증, 성적증명서, 졸업장 등의 

학교 기록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거주 및 

그 이전 미국에 계속 5년 연속 거주 증명 자료(재

정 서류, 학교 기록, 의사 진찰 기록 카드 등) ●현

재 재학 기록, 고등학교 졸업장, 검정 고시를 통한 

GED 증명서, 미군 복무 기록 등 자신과 관련된 필

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비는 495달러이며 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

문해야 한다.

▶ 예약 및 문의: (714) 449-1125

LADMH, 한인 유급 프로모터 모집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DMH)이 한인 유급 프로

모터를 모집한다. 프로모터는 우울증 상담 및 자살 

예방 상담 및 홍보 등 통합 정신 건강 안내 및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는 LA카운티 

거주자로 보건, 가정폭력, HIV 등 정신건강 관련 활동 

경험이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

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자는 유급 교육시간이 포함된 기초 교육을 이

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프로모터로서 한인사회 단

체나 교회, 학교, 도서관 등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최소 4차례의 정신건강 교육 활동을 수행하

게 된다. 기초 교육은 영어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통

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보수는 시간당 15.38달러~22.36달러이다.

 

프로모터 지원 희망자는 영문 이력서(영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명기)를 LADMH로 이메일

(DMHPromotores@dmh.lacounty.gov) 제출하면 

된다.

▶ 문의: (213) 364-5087, jahn@dmh.lacounty.gov

커뮤니티 소식

▲ 어바인시가 그레이트 파크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0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City of Irvine) 캡처

사진=타운뉴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