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뉴스레터 2022년 6월호

오렌지 카운티 등기-등록국 뉴스레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등기-등록국장으로서 봉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소식, 정보, 행사애 대해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등기-등록국의 안내정보와 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714) 834-2500 으로 연락하거나 OCRecorder.com 에 접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ugh Nguyen
오렌지 카운티 등기-등록국장
이번 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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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등기-등록국 SOUTH COUNTY BRANCH OFFICE 신관 개장
오렌지 카운티 등기-등록국장 Hugh Nguyen 은 라구나 힐스 South County Branch Office 사무소를 확장하고 신축
건물을 5월25일 개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곳에는 6개의 고객서비스 창구를 신설해 보다 원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카운티 남부구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Laguna Hills Civic Center 160에 위치한 신관에서는 이전 보다 더 많은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멋지게
꾸며진 예식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문서 심사부도 위치해 있으며 이전과 달리 두명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해 점심시간에 휴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산타아나 중앙 사무소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구나 힐스 사무소에서는 계속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한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업체 상호 등록증, 공증 등록증 등은 계속해서 Laguna Hills Civic Center
150에서 발급됩니다.
Laguna Hills Civic Center 는 라구나 힐스 24031 El Toro Road 에 위치해 있으며, 구관 150과 신관 160의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4시30분까지 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등기-등록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CRecorder.com 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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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동내역
6월달 지역사회 활동내역
최근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초대해주신 Anaheim Hills Broker
Caravan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오렌지 카운티 등기-등록국의 서비스,
운영방침과 최신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가든그로브 Advance Beauty College 졸업생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등기-등록국의 직원들이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 가졌습니다.
Advance Beauty College는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께 행운을
빌어드립니다.

올해의 Future Leaders Program 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등기-등록국의 서비스와 저의 미국 이민 스토리를
공유했습니다. 초대해주신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보드의 Doug Chaffee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활동내역
6월달 지역사회 활동내역
등기-등록국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DeMille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베트남어 Dual
Language Immersion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27명의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축하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최초로 영어 및 베트남어
이중언어 수업 진행에 수고하신 Huong Dang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 홍보팀은 플러튼 지역 공직자들과
상공인들과 함께 Image One Camera & Video
그랜드오프팅 및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활발하게 하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달의 우수직원

등기-등록국은 매달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뛰어난 고객 서비스를 위해 기여하는 우수직원을 선정합니다.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우수직원 인증서를 전달하고 게시판에 이름을 올리며
한달동안 캐쥬얼 복장으로 출근하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월 ‘이달의 우수직원’에 Jennifer Luong 을 선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2021년 4월에
등기-등록국에 입문한 이후로 선임회계사로서 재무부서의 회계 및 감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금
회계감사와 현금 관련 수납업무 전 과정의 업그레이드를 총괄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렌지
카운티 타임 유저 전산시스템 테스팅과 급여 업로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추가 지원없이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근면성실함으로 추진한 덕분에 등기-등록국은 마감시한에 맞춰서 필수
테스팅을 완료하고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순조로운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특수 프로젝트를 제때에
수행하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상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Jennifer은 훌륭한 팀멤버로서 휘하 직원들, 동료 직원들, 관리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힘쓰고 자신의 성과를 부서 내 직원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재무부서의 필요사항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늘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는 그녀는 재무부서의 성과와 훌륭한 일터 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일, 특별기념일이나 명절에는 사무실 큐비클을 장식하는 등 화기해애한 분위를 형성해
협력하는 팀을 만들고 재무부서는 물론 나아가 전체 등기-등록국 직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모두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Jennifer님에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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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목소리...
수석 기록관 Susan 으로부터 자료를 찾는데 도움을 받은 고객이 칭찬하는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수잔님의 탁월한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North County Branch Office 여권서비스 부서 직원들을 칭찬하는 리뷰를 소개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목소리...
산타아나 Main Office의 업무수행 능력을 칭찬하는 리뷰를 소개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6월 이달의 OC 역사 속 순간들

UC 어바인 대학 헌정식: (좌에서 우로) Richard Hannah 의원, 캘리포니아 주지사 Edmund G.
“Pat” Brown, UC 어바인 대학총장 Daniel G. Aldrich Jr, 린든 베인스 존슨 대통령, UC 이사회
의장 Edward Carter
1889년 6월 4일

1948년 6월 6일

1959년 6월 6일

1969년 6월 11일
1964년 6월 20일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부터 독립되어 오렌지 카운티를 설립함. 카운티
분리안을 내용으로 한 주민투표에서 2505 대 499로 가결됨.
라구나 비치 해변가에 범고래 떼가 출몰하면서 물놀이를 하던 주민들이 황급히 뛰쳐나옴.

디즈니랜드 투모로랜드의 서브머린 보이지 (잠수함 항해)가 개장됨. 월트 디즈니 회장이 닉슨
부통령과 그의 가족과 함께 시승식을 가짐.
Trabuco 초등학교 역사상 최다수의 졸업생을 배출함 (총 8명!)

린든 베인스 존슨 대통령이 UC 어바인 대학 헌정식에서 연설함.

역사자료는 선임 기록관 Chris Jepsen에 의해 제공됨
사진자료는 오렌지 카운티 기록 아카이브에 의해 제공됨
오렌지 카운티 기록보존 아카이브 부서는 Hugh Nguyen 국장이 총괄하는 등기-등록국 소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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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AND ABOUT

멕시코 칸쿤을 여행한 직원이 Isla Mujeres 열대 해변가의 풍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웹사이트OCRecorder.com에 방문하십시오.

소셜미디어 @ocrecorder을 팔로우
하세요

오렌지 카운티 기록보존 아카이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OCArchives.com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