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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용 연락처: CEO Communications 

CEOCOM@ocgov.com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4 시 발효: 

산불 피해 지역에 발령하는 대피 경보(자발적) 
 

캘리포니아 산타아나(2022 년 11 월 7 일)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4 시 산불 발생 지역을 따라 또는 

해당 지역 인근에 산불 잔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역 내 실버라도 

캐년, 윌리엄스 캐년, 모제스카에 대한 대피 경보(자발적)가 발령됩니다. 대피 경보(자발적)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지도는 www.ocsheriff.gov/bondfire 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4 시부터 11 월 9 일 수요일 오전 7 시까지 예상되는 호우에 

대비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돌발 홍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피 경보(자발적)는 돌발 홍수 

주의보 발효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년 주민의 경우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4 시에 대비하여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 및/또는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대형 동물을 동반한 캐년 주민의 경우 더욱 

권장합니다. 

 

대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및 접근성 및/또는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 

보안부 출장소(714-647-7000)로 문의하십시오. 

 

동물 또는 대형 동물 대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업무 시간(오전 8 시~오후 5 시)에 오렌지 

카운티 동물 관리국에 714-935-6848 으로 문의하거나 업무 외 시간(오후 5 시~오전 8 시)의 경우 

714-259-1122 로 문의하십시오. 

 

폭풍우와 관련한 카운티 도로 또는 홍수 통제 채널 문제를 신고하려면 돌발 홍수 사건 및 비상 

상황 시 표준 업무 시간 동안 오렌지 카운티 공공 작업 폭풍우 센터(714-955-0200)로 문의하거나 

OC 공공 작업/부서 운영 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714-9550333 으로 문의하십시오. 

 

대피 경보(자발적)로 인해,  캐년 도서관은 2022 년 11 월 8 일 화요일에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22 년 11 월 8 일 화요일에 캐년 도서관에 마련된 투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cvote.gov.  

 

대피 지역 

       •     실버라도 캐년 - 대피 경보(자발적 - 2022 년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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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스 캐년 - 대피 경보(자발적 - 2022 년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4 시) 

• 모제스카 캐년 - 대피 경보(자발적 - 2022 년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4 시) 

 

부분 도로 폐쇄 

• 2022 년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4 시부터 캐년 입구에 주민에게만 개방되는 

부분 도로 폐쇄가 시행됩니다. 

 

거처 준비 

대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찍 해당 지역을 벗어나 대피 지역 외부의 친지 또는 가족의 집 

또는 호텔에 거처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대피 경보(자발적)가 통보 

없이 대피 명령(의무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주민들은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회 복지국과 미국 적십자사가 2022 년 11 월 8 일 화요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미션 비에호 주니퍼 룸의  노먼 P. 머레이 커뮤니티 앤 시니어 센터 에 대피한 

주민들을 위한 돌봄 및 지원 센터를 마련합니다. 해당 센터는 24932 미션 비에호 베테랑스 웨이 

92692 에 위치하며, 미국 적십자사가 화요일 저녁에 오후 7 시부터 오전 7 시까지(대피 경보가 

해제되면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미션 비에호의 노먼 P. 머레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동체 형식의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노먼 P. 머레이 커뮤니티 앤 시니어 센터는 폭풍우로 인해 이재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공식 투표소이기도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공공 작업국, 오렌지 카운티 동물 관리국, 오렌티 카운티 소방국, 오렌지 카운티 

보안부는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지역 매체 및 Facebook 및 Twitter 에서 #OCCanyonFlood 를 팔로우하여 

소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witter: @OCGovCA        Facebook: @OCGov           Instagram: @OCGov 
 
Twitter: @OCSheriff                Facebook: @OCSheriff 
 
Twitter: @OCPublicWorks      Facebook: @OCPublicWorks 
 
Twitter: @OCAnimalCare        Facebook: @OCAnimalCare 
 
Twitter: @OCFireAuthority     Facebook: @OCFire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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