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오렌지 카운티 - 보도 자료 
 

즉시 출시  연락처: Mechelle Perez 

공보담당관 OC  

커뮤니티 리소스 
OCCRComm@occr.ocgov.com 

오렌지 카운티, 전국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 기념 

SANTA  ANA,  캘리포니아주 (2022년 9월 29일) - Orange 카운티는 Orange 카운티 노동력 개발 

위원회(OCWDB) 및 캘리포니아 재활국(DOR)과 협력하여 장애 고용 문제에 대해 교육하고 미국 

장애인 근로자의 다양하고 많은 기여를 기념하기 위한 연례 인식 캠페인인 전국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에 참여할 것입니다. 

Orange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4지구 감독관인 Doug Chaffee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진행되는 올해 전국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고는 완료될 수 없습니다. 저의 직원으로부터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저는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력은 다양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산적이기를 원하고 OC의 미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들을 

지지해야 합니다.”라고 3지구 감독관인 Donald Wagner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OCWDB와 DOR은 장애 고용 문제와 포용적인 직장 문화에 대한 헌신에 대해 

Orange 카운티 커뮤니티를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OCWDB 

및 DOR이 제공하는 개별화된 직업 서비스, 훈련 서비스, 직업 재활, 지원 서비스, 견습 기회 및 

자립 생활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커뮤니티, 커뮤니티 기반 

조직 및 고용주를 교육하기 위한 다양한 아웃리치 캠페인이 포함됩니다.  

“전국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을 기념하면서 장애인들의 재능과 추진력, 그리고 그들이 Orange 

카운티의 노동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1지구 감독관 Andrew Do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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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입니다. 실업률을 줄이고 기업에서 결원을 

모집할 때 충성도, 보살핌, 가치 있는 기술, 통찰력 및 재능을 제공하는 이 미개척 근로자 집단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저는 고용주들이 자격 있는 후보자가 간과되지 않도록 광범위하게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2지구 감독관 Katrina Foley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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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을 맞으며 우리는 장애인이 노동력과 그들을 지원하는 고용주 및 

기업에 제공하는 가치와 재능을 진심으로 인식합니다.”라고 5지구 감독관 Lisa Bartlett가 

말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의 역사는 1945년 의회가 매년 10월 첫 주를 “전국 신체적 장애자 

고용 주간”으로 선언하는 법을 제정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2년,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용 요구와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신체적"이라는 단어가 제거되었습니다. 

1988년 의회는 한 주간을 한 달로 확장하고 이름을 전국 장애자 고용 인식의 달로 변경했습니다. 

DOR 이사인 Joe Xavier는 “일터가 자신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를 반영하고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채용 과정의 필수 요소로 만들도록 헌신한 고용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에게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생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 장애 고용 인식의 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info@ocworkforcesolution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ocworkforcesolutions.com을 방문하거나 또는 (714) 480-6500으로 

전화하십시오. 

DOR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or.ca.gov를 방문하거나 Orange San Gabriel District 

Office에 (714) 991-0800으로 전화하십시오. 

# # # 

오렌지 카운티 인력 개발 위원회는 Orange 카운티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및 Orange 카운티 인력 

솔루션 센터를 통해 기업 및 구직자에게 고용 지원, 경력 전환 서비스, 고용 서비스와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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