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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퇴역 군인 및 군인 가족 취업 및 리소스 박람회 개최

캘리포니아 산타아나(2022년 11월 10일) – 오렌지 카운티가 2023년 초에 퇴역 군인, 군인 가족
취업 및 리소스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 5지구 지구장 리
사 바트렛씨는 $10,000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금은 퇴역 군인과 그 가족들이 가치 있
는 리소스에 접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5 지구 지구장 리사 바트렛씨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지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내내 저는 항상

군인 가족, 그리고 퇴역 군인 가족들을 강력하게 지지해왔습니다."고 언급하며 “우리 모두의 자유

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가에 봉사해 온 용감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오렌지 카운티의 퇴역 군인 커뮤니티에 맞춘 수많은 취업 박람회와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

하고 퇴역 군인 기념 묘지를 오렌지 카운티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왔으며 이 외에도 다양

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퇴역 군인 지원부(CalVet)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는 125,000명 이상의 퇴역 군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퇴역 군인이 오렌지 카운티에 비교적 짧은 기간 거주하기는 하지만, 매년

오렌지 카운티에 정착하기로 결정하는 퇴역 군인의 수는 6,500명에 이릅니다. 퇴역 군인, 군인 가
족 취업 및 리소스 박람회를 통해, 퇴역 군인은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으로 상통

하는 기술을 선보일 수 있으며 현역 복무 중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고용주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퇴

역 군인에 초점을 맞춘 리소스를 이용할 기회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고용주에는 서비스 산업에서부터 대기업, 그리고 기술 기업에 이르는 유망 고

용 부문 기업이 대거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구직자의 이력서를 수집하고 면접도 수행하며 현장에

서 바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역 군인 및 군인 가족 취업 및 리소스 박람회에 참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은

businesservices@ocworkforcesolutions. 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4) 480-6500으로 전화하여 자
세히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C 인력 및 경제 개발부(Workforce & Economic Development)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 (Facebook: facebook.com/orangecountyworkforce, Twitter: @oc_workforce ,
Instagram: @ocworkforce)에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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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WIOA 타이틀 I 재정 지원 프로그램 또는 활동은 평등한 기회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조 기구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949-341-8000으로 전화하십시오. TDD/TTY사용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 (800)
735-2922또는 711로 전화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스톱 센터가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48시간 전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