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주지사 Kate Brown

500 Summer St NE E20
Salem OR 97301
음성: 503-947-2340
팩스: 503-947-2341

개정일: 2020 년 9 월 18 일

지역사회 산불 관련 자원
일반 정보:
wildfire.oregon.gov
이 사이트는 오리건 주의 여러 기관들이 산불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정보는 주기적으로 추가되므로 자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티 자원: https://wildfire.oregon.gov/county-resources 카운티 자원 페이지에는 재난
경보 및 알림, 지역 대피 지도, 지역 비상사태 대응 기관 및 카운티 정부에 대한 링크 등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0 개 언어를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 툴킷(대피 수준에 대한 정보 포함):
https://wildfire.oregon.gov/or-wildfire-social-media-toolkit

•

현재 산불 정보
▪

산불 및 위험 지역 지도*

▪

비상사태 관리 사무국 RAPTOR 산불 지도 대피 수준은 원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적색, 황색 또는 녹색 구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 상태 및 폐쇄 도로

*참고: RAPTOR 웹사이트는 화재 및 위험 지역 페이지에 로드 문제가 있을 때 백업
정보로 운영됩니다.
•

FEMA 지원 등록 가능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정보

•

대피 수준의 의미 및 대피 준비 방법

•

적십자 및 카운티 비상 대피소 위치 및 자원

•

재산 및 주택 소유자를 위한 정보

•

건강 및 의료 자원 및 관련 정보

•

식품 이용

•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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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오리건 주의 비상사태 대비 지역 자원
긴급 상황 발생 또는 산불로 인한 실종자 보고는 911 로 전화하십시오.
긴급 상황이 아니거나 연기 보고는 911 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911 트위터 피드.
적십자 안전 알림 서비스 등록을 통해 가족에게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은 211info 지원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구성원은 211 로 연락하십시오. 재난 기간 동안에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

전화: 211 또는 1-866-698-6155(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 및 연중무휴 운영)

▪

TTY: 711 번 및 1-866-698-6155 번으로 전화

▪

TEXT: 898211(TXT211)번으로 우편번호 전송(영어 및 스페인어 지원 및 운영
시간: 오전 9 시-오후 5 시)

▪

이메일: help@211info.org(이메일 지원 언어: 영어, 스페인어 및 중국어)

지역 자원:
•

지역별 화재 자원
지역사회 주민은 wildfire.oregon.gov 사이트의 카운티 자원을 참조하여 비상사태 경보
서비스에 가입하고 지역 비상사태 관리팀이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 대피 안내 및
비상사태 경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추가된 일부 자료는 현재
wildfire.oregon.gov 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아래 목록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보충 정보를 참고하여 이용하십시오.
▪

Benton 카운티

▪

Deschutes 카운티
 Deschutes 카운티 대피 가이드

▪

Douglas 카운티

▪

Jackson 카운티
 Ashland 시 산불 대책

▪

Josephine 카운티 – Grants Pass

▪

Klamath 카운티

▪

Lane 카운티

▪

Linn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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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on 카운티

▪

Multnomah 카운티
 Portland 대피 계획
 Multnomah 카운티 대피 수준 및 준비 PDF
 Multnomah 카운티는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추가 대피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1 로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Washington 카운티
 Tualatin 시

공기질 업데이트 정보:
•

오리건 산불 연기 블로그: http://oregonsmoke.blogspot.com/

•

오리건 산불 연기 블로그는 오리건 주의 산불 연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오리건 환경관리국의 대기환경지수 지도, 연기 관련 공기질
주의보(영어 및 스페인어), 미국산림청 대기자원 자문위의 산불 연기 예보, 산불 연기
관련 건강 보호 정보 및 지역 및 부족 파트너가 수집한 산불 연기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OregonAIR 앱(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지원).

•

AirNow EPA 공기질 업데이트

•

오리건 주 산불 연기 정보 트위터

경보 알림 서비스 가입:
•

지역별 FlashAlert

•

Nixle 알림 서비스

•

재난 경보(공식 지역 경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리건 주: Multnomah, Washington, Clackamas, Columbia, Linn, Benton,
Marion 카운티

▪

워싱턴 주: Clark, Cowlitz, Skamania, Wahkiakum 카운티

•

동영상: 재난 경보 서비스 가입(다국어 지원)

•

미국 적십자 재난 경고 앱(ARC 는 비상 대피소를 안내함), 트위터 링크

•

FEMA 문자 경보

•

Eugene 비상사태 경보(자원 포함)

•

Tigard 시

•

Ashland 시

•

Yamhill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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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업데이트 정보:
•

NWCC 실시간 반응형 지도 및 트위터 업데이트

•

오리건 비상사태 관리 사무국(OEM): OEM 페이스북 페이지

•

오리건 산림부(ODF)
▪

ODF 블로그

▪

ODF FlashAlert

•

오리건 주 소방서장

•

국립기상국(NWS)

대피 및 비상사태 준비:
•

미국 적십자: 산불 비상사태 준비 방법

•

Deschutes 카운티 산불 프로젝트의 자원 및 정보(대피 개요 및 기본 정보 포함)

•

Ready.gov 산불 계획 및 업데이트 정보

•

대피 수준 그래픽(현재 wildfire.oregon.gov 에서 이용 가능)

•

지역 및 부족 비상사태 관리자 연락처 목록
▪

•

•

여러 조직이 지역 대응 팀과의 협업을 요청하기 위해 지역 비상사태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 보건 당국의 COVID-19 로 인한 확진자 분리 또는 격리에 필요한 산불 대피
정보
▪

영어

▪

한국어

▪

스페인어

▪

마셜어

▪

아랍어

▪

러시아어

▪

중국어(간체)

▪

소말리아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몽족어

오리건 주의 임시 대피소 안내 — 업데이트 날짜: 2020 년 9 월 10 일

건강을 지키는 방법:
•

오리건 보건 당국
▪

산불 연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다국어 지원)

▪

공기 중 연기 농도가 심할 때 건강을 지키는 방법(동영상)

▪

산불 연기와 공중보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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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통제 예방센터 산불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방법

•

동영상: 산불 발생 시 학교 실외 활동

•

동영상: 하늘이 연기로 자욱할 때 실내 공기 정화 방법

•

동영상: 환풍기 청소 방법

•

처방약이나 내구성 의료 장비의 대체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OHA 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상관없이 문의 전화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필요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971-2098491 번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PacificSource 는 모든 보험 가입자(OHP, 민간, 메디케어)를 위한 대응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오후 5 시 사이에 1-888-970-2507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주말에는 문자로 문의에 답변해드립니다. 가입자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구 사항(예: 피난처, 공기 정화기, 식품, 의복 및 교통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 및 지원

▪

의료 서비스 제공자

▪

처방약 재조제/대체 처방이 가능한 약국

▪

대체 의료 장비를 위한 내구성 의료 장비 공급자

•

SAMHSA 재난 고충 상담 전화: 1-800-985-5990 번으로 전화 또는 66746 번으로
TalkWithUs 문자 전송

•

생명의 전화 자살 방지 상담 전화
▪

자살 방지 상담 전화: 1-800-273-8255 (스페인어 지원: 1-888-628-9454)

▪

알코올 및 약물 상담 전화: 1-800-923-4357

▪

군인 상담 전화: 1-888-457-4838

▪

청소년 상담 전화: 1-877-968-8491 번으로 전화 또는 839863 번으로
teen2teen 문자 전송

•

오리건 보건 당국의 카운티 수준의 위기 서비스 연락처

•

국립 아동 외상 스트레스 네트워크 어린이들의 산불 관련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원(영어 및 스페인어 지원)

•

Peer Galaxy: 산불 동료 지원 및 자원 디렉토리

지역사회 자원:
•

산불로 인해 식품이 부족한 SNAP 참가자는 최대 $200 까지 자신의 EBT 카드에
혜택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HS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

Portland 북부 지역을 위한 COVID-19 자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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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 직업안전보건부(Oregon OSHA) 고용주는 건강에 해로운 공기질이 지속되는 경우
모범 관행에 따라 야외 작업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의 기타 자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211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

211 또는 1-866-698-6155 번으로 전화

▪

211info.org 방문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오리건 인적개발공사(OHDC) 재난 긴급 식료품, 대피소 및 기타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영어와 스페인어로 도움을 드립니다. 1-855-215-6158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주택 및 유틸리티:
•

오리건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 구호 프로그램
▪

지원 신청은 여기에서 하십시오.

•

전력 공급 중단: Portland General Electric 및 Pacific Power

•

PGE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애완동물 및 가축:
•

애완동물/산불 관련 FAQ 및 품평회장의 애완동물 대피

•

VCA 동물 병원, 오리건 산불로 주인을 잃은 애완동물을 무료로 입양

•

Cowgirl 911 가축을 대피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작업 지원

•

Linn 카운티 가축 시설 허브

도움을 주는 방법
•

기부 방법은 wildfire.oregon.gov 를 참조하십시오(페이지 상단 파란색 바)

•

인구조사에 참여하십시오. 인구조사는 특히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거주하는
주에 미래를 위한 자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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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 및 전단지:

문서 접근성: 장애가 있으시거나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을 위해, OHA에서는
번역, 큰 글자 또는 점자와 같이 다른 형태로 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844-882-7889, 711 TTY 또는 OHA.ADAModifications@dhsoha.state.or.us로 Mavel
Morales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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