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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CEO 홍보 담당관 
CEOCOM@ocgov.com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효력발생: 
본드 화재 피해지역에 대피 경고 

 
산타 아나, 캘리포니아 (2021년 3월 28일): 본드 화재 피해지역 가운데 실버라도 캐년, 
윌리엄스 캐년, 마제스카 캐년 지역에 내려진 대피명령은 3월 28일 오후 4시부로 대피 
경고로 하향될 것입니다. 대피 경고는 자정에 종료될 것입니다. 

카운티 도로 또는 홍수 통제 채널과 관련된 폭풍우 관련 문제 신고는, 표준 업무시간 
이내에는 오렌지카운티 공공사업부 풍수해 센터 연락처 714-955-0200으로 전화하시고, 
갑작스러운 홍수 발생으로 긴급 상태여서 OC 공공 사업부 운영센터가 활동 중일 때는714-
955- 033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대피 도움을 위해 접근 필요 또는 기능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부 출장소 연락처 714-647-7000 으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대피 경고 관련 질문이 있는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 응급 핫라인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714-628-7085. 

캐년 도서관 은 계속 휴업입니다. 

자진 대피 경고가 시행되는 구역이 상세하게 설명된 지도는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www.ocsheriff.gov/bondfire. 

대피 지역 
• 실버라도 캐년 - (대피 경고 – 2022년 3월 28일 오후 4시 기준) 
• 윌리엄스 캐년– (대피 경고 – 2022년 3월 28일 오후 4시 기준) 
• 마제스카 캐년 (대피 경고 – 2022년 3월 28일 오후 4시 기준) 

도로 폐쇄 
• 소프트 로드는 2022년 3월 28일 오후 4시부터 캐년 입구에서 폐쇄됩니다. 

대피소 대피 
주민들은 이른 시간에 떠날 것과, 강제 대피 구역 외부의 친구나 가족 집이나 지역 호텔을 
대안적인 대피소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권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회서비스 기관(SSA)은 레이크 포레스트 스포츠 파크 - 28000 란초 
파크웨이, 레이크 포레스트, CA 92630 에 2022년 3월 28일부터 돌봄 리셉션 센터를 
열었습니다. 찾아가는 길은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lakeforestca.gov/722/Address-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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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실무자가 대기하면서 대피 주민들에게 자정까지 폭풍우를 피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따듯하고 건조한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적십자사는 SSA를 지원하여 필요할 
경우 집합형 야간 기숙 대피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또한 저희 핫라인 714-628-
7085 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대피소에서 받지 않습니다만, OC 동물 케어에서 가정용 작은 
개나 고양이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가 필요하다면 OC 동물 케어에 연락하기 바라며, 오전 
8시~오후5시에는 714-935-6848, 일과 후 시간 오후 5시~오전 8시에는714-259-1122 에 
전화 바랍니다. 

오렌지카운티는 3월 28일 오전 11시부터 긴급운영센터를 가동하면서 담당자를 
배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공공사업부, 오렌지 카운티 동물 캐어,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부는 통합 지휘체계 하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정규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바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OCCanyonFlood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OCGovCA 페이스북: @OCGov 인스타그램: @OCGov 

트위터: @OCSheriff 페이스북: @OCSheriff 인스타그램: @OCSheriff 

트위터: @OCPublicWorks 페이스북: @OCPublicWorks 인스타그램: @OCPublicWorks 

트위터: @OCAnimalCare 페이스북: @OCAnimalCare  인스타그램: @OCAnimalCare 

트위터: @OCFireAuthority 페이스북: @OCFireAuthority  인스타그램: @OCFire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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