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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기업에 무료 대면 인사 교육 제공 
캘리포니아 싼타 아나 (2022년 10월 26일) – 오렌지 카운티(카운티)는 오렌지 카운티 인력 개발 
위원회 (OCWDB) 및 캘리포니아 고용주 협회 (CEA) 와 협력하여 온라인 외에도 고용주를 위한 
대면 인적 자원 (HR)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2021년 7월부터 광범위한 인사 주제에 대한 무료 월별 웹비나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에게 이 옵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및 대면 교육에는 상사용 
괴롭힘 방지 교육 및 직원용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이 있으며, 두 교육 모두 캘리포니아 법률(SB 
1343)에 따라 5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고용주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필수 인사 교육은 
일반적으로 직원 수에 따라 수백 달러 또는 때로는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 감리위원회와 OCWDB는 서로 협력하여 오렌지 카운티의 기업 커뮤니티에 해당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아래 기재한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될 인사 교육에 등록하거나 자세히 알아보려면 
ocworkforcesolutions.com/events를 참고하십시오.참가자는 해당되는 경우 인사 인증 
기관(HRCI) 및/또는인적자원관리협회(SHRM)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예정된 교육 
 

목적: 날짜 / 

시간: 형식: 

장소: 

상사용 괴롭힘 방지 교육,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대면 

OC Workforce Solutions Center; 7077 Orangewood Ave #200, Garden Grove 

목적: 날짜 / 

시간: 형식: 

직원용 괴롭힘 방지 교육, 2022년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11시 

줌 방식의 웨비나 

목적: 날짜 / 

시간: 형식: 

장소: 

2023년 노동법 업데이트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대면 

OC Workforce Solutions Center; 7077 Orangewood Ave #200, Garden Grove 

mailto:OCCRComm@occr.ocgov.com
https://www.ocworkforcesolutions.com/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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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와 CEA는 또한 240개 언어로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기업에 무료 HR 핫라인을 

제공합니다. 핫라인은 실업 보험, 근로자 보상 규정, 유급 병가, 가족, 의료 휴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사 질문에 대한 전문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888) 589-7577로 HR 핫라인에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HR 핫라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과거 HR 교육 녹화를 시청하려면 

ocworkforcesolutions.com/business-resources를 방문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714) 

480-6500번으로 오렌지 카운티 경제 및 비즈니스 복구 콜 센터에 전화 주십시오. 

# # # 

오렌지 카운티 인력 개발 위원회는 Orange County Business Service Center와 Orange County 

Workforce Solutions Center를 통해 기업 및 구직자에게 고용 지원, 경력 전환 서비스 및 고용 

서비스와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https://www.ocworkforcesolutions.com/business-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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