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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Animal Care, 반려견들이 영원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테라스에 푸치 Pooches on the Patio 출시 

캘리포니아 투스틴 (2022년 10월 27일) – OC Animal Care는 커뮤니티를 개를 입양하기 전에 

보호소에서 개에 대해 알 수 있는 새로운 만남과 환영 행사인 Pooches on the Partio에 

초대합니다.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투스틴의 빅토리 로드 

1630에 위치한 보호소에 들르세요. 그곳에서 몇 마리의 개들이 그들의 영원한 가족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보호소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OC Animal Care는 Pooches on the Patio를 

출시하고 보호소의 정기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해 애완동물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보호소에서 동물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C Animal Care는 현재 운영 능력이 초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물들에게 

미치는 상황이 심각해졌고 이것은 커뮤니티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OC Animal Care는 유기견 분양의 달을 기념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모든 동물에 대한 

입양료 면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망설여왔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입양된 모든 

동물에게는 마이크로칩, 예방접종, 수액 또는 중성화, 그리고 기생충 퇴치 치료제가 함께 

제공됩니다. 면제된 입양료에는 생후 6개월 이하의 강아지나 인허가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주 400회 이상의 입양 방문이 가능하여 잠재 입양인은 (714) 935-6848번으로 전화를 걸어 오늘 

입양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오는 경우에도 환영하며 직원이 허용되는 대로 

선착순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OC Animal Care에서 입양 가능한 동물들을 보시려면 

ocpetinfo.com를 방문하십시오. 

커뮤니티가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오렌지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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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petinfo.com/get-involved를 방문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애완동물을 돌보는 보호소의 노력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OC Animal Care의 아마존 위시리스트를 보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 

OC Animal Care 소개 
 

OC Animal Care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동물 보호소입니다. 14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18,000마리 이상의 동물을 수용합니다. OC Animal Care는 동물에 대한 피난처와 

보살핌을 제공하고,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촉진하며, 우리 커뮤니티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OC 

Animal Ca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ocpetinfo.com를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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