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 뉴스레터 – 2022년 12월 

오렌지 카운티 사무원 기록부 뉴스레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에 관련된 최신 뉴스, 정보 및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카운티 사무원 기록부로서 여러분에게 봉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서 또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 사무실 (714) 834-2500로 문의하거나 OCRecorder.com를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Hugh Nguyen 
카운티 사무원 기록부 

이판에 포함된 내용:

뉴스와 새 소식

지역사회 봉사활동 

수상 및 표창 

O.C.의 12월 역사

고객들의 말... 

활동 참여 

OCRECORDER.COM을 확인하세요 

[오렌지 카운티 사무원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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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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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저희는 혼인 및 여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애너하임, 라구나 힐스, 샌타아나의 Old County Courthouse에 
위치한 지사에서 올해를 마감하는 또 다른 바쁜 특별한 토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총 33건의 여권 신청을 처리했고, 총 130건의 시민 결합 세레머니를 치뤘으며, 총 167건의 혼인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저희의 특별한 토요일 근무를 가능하게 한 제 노력과 헌신적인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결합한 커플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http://www.ocrecorder.co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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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왔습니다 

12월 8일, 저는 카운티 관리부 남쪽 건물에서 오렌지 카운티 부서장 및 동료들과 합류하여 샌타아나에 

있는 카운티 서비스 센터에서 열리는 연례 트리 점등식에 참가했습니다.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 

환상적인 행사였습니다. 모든 방문객과 카운티 직원을 위해 카운티 서비스센터를 이렇게 즐겁고 빛나게 

해주신 접대 팀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연휴 시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http://www.ocrecor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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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 

12월 14일, 저희 직원들은 가든그로브 시에서 열리는 

하이랜드 지역사회 공립학교의 성대한 개교 및 리본 커팅 

행사에 지역 상공회의소 및 고위 인사들과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Advance Beauty College와 협력해 21세기의 

성취자들에게 교육, 기술, 소통,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가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12월 15일, 저희 팀은 학생들의 성취를 인정하고 학교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Advance Beauty College 2022년 겨울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두 세대를 이은 가족 사업이 50,000명 이상의 학생을 미용,

이발, 미학, 교사 훈련, 마사지 치료 훈련 등 성공적인 직업을

위해 교육하고 준비시키는데 성공한 것을 보게되어

자랑스럽습니다.

Advance Beauty College와 학생들의 노력이 계속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12월 23일, 저희 직원들은 Gracie Jiu-Jitsu가 SBDC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La Palma 비즈니스 지역에 개소한 

것을 성대하게  축하하기 위해 다른 고위인사와 손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다양한 인구 통계와 기술 수준을 위해 

자기 방어 요구에 특화된 구조화된 무술 커리큘럼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길 바랍니다. 

http://www.ocrecorder.com/


수상 및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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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매달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서 고객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인정합니다. 이달의 직원은 
인정증서를 받으며, 인정패에 이름을 올리고, 인정을 받은 달에는 평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Christopher Jepsen을 12월의 이달의 직원으로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Christopher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아카이브 팀의 소중한 기록관리사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는 훌륭한 정성과 
전문성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Christopher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여러 질문에 응답하도록 돕습니다. Christopher는 오렌지 카운티 역사와 사진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연구원, 학계, 학생 및 대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오렌지 카운티 아카이브의 Flickr 
웹사이트를 꼼꼼하게 유지 및 관리합니다. 

11월에 Christopher는 오렌지 카운티의 역사에 관한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캘리포니아 주 감독 협회의 연례 
회의에서 만들어 발표했는데, 이는 참석자 모두에게 좋은 평가와 감사를 받았습니다. Christopher의 세부사항에 대한 
집중과 발표를 통하든 개별 사례를 조사해서든 오렌지 카운티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일에 대한 열정은 
직업에 대한 열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아카이브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더욱 특별해지도록 돕습니다. 

Christopher의 우리 부서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와 오렌지 카운티의 풍부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헌신에 모두가 큰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팀에 Christopher가 있어 기쁩니다. 

이러한 성취에 대해 Christopher를 같이 축하해주세요! 

http://www.ocrecorder.com/


수상 및 표창 

OCRecorder.com 

2022 올해의 직원 

2022년의 올해의 직원을 수상하게 된 Isabel과 Liliana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Isabel과 

Liliana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동료들을 돕기 위해 비할 데 없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도전과제를 감수하려는 

이들의 의지는 매우 인상적이고 부서의 다른 직원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ttp://www.ocrecorder.com/


1925년 12월 6일 산클레멘테의 마을을 Ole Hanson 전임 시애틀 시장이 세웠다 . 

1818년 12월 14일 사략 Hipólito Bouchard와 선원들이 산후안 카피스트라노를 침략했다. 

1929년 12월 19일 Seal Beach 자원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1953년 12월 26일 오랜 기간 동안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었으며 작가인 T. Jefferson Parker가 태어났다. 
그의 유명한 소설들 중 다수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술되었다. 

1946년 12월 29일 "Dean of Southern California Landscape Painters"라는 William Wendt가 라구나 
비치에서 사망했다. 

보조 기록 보관사 Chris Jepsen가 제공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진: 오렌지 카운티 기록 보관소 제공. 

사무원 기록부 Hugh Nguyen 산하 기능인 오렌지 카운티 기록 보관소 제공. 

OCArchives.com

O.C.의 12월 역사

1920년대 후반, 현재 카사 로만티카라고 불리는 올레 핸슨의 산 
클레멘테 집의 파티오에 대한 엽서 그림. 

(사진: 오렌지 카운티 기록 보관소 제공.) 

https://www.ocrecorder.com/oc-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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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의 주 사무실은 다음 후기를 받았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엄청 

감사합니다! 

고객의 말... 

고객은 Old County Courthouse 사무실에 다음 검토를 남겼습니다. 정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북부 카운티 지점 사무실은 다음 후기를 받았습니다. 모범적인 서비스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께 

서비스가 얼마나 빠른지 놀랍네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인을 하고, 1

분도 안 되어 창구로 호출됐어요 그곳에 길어야 5분 있었어요.

1주일 전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되어 놀라웠다.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선언
문을 읽었다. 조용하고 매우 고요했죠. 이곳에 있는 두 개의 결혼식장/채플은 아름다웠
고, 필요한 경우엔 손님을 위해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는 한 명의 손님과 우
리의 아름다운 두 아이를 증인으로 하는 결혼(elopement)을 선택했다. 빈티지를 좋아한
다면 이곳은 선서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다.

12/29/22

전화를 걸면 이들은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도와준다. 들어가면 말 그대로 전혀 기다리지 않는다. 간단한 자격을 따기에 가

장 좋은 장소다.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빠르다. 주차장은 주차 장소를 몰랐지만 결국 아이스링크 옆에 자리를 잡았다. 노

상주차장이 꽉 찼고, 주차장이 있을 텐데 찾을 수 없었다. 그건 Rare goodwill 바로 옆에 있다.

1주일 전

http://www.ocrecorder.com/


캘리포니아 주 나폴리 섬에서 크리스마스 조명과 휴일 장식을 보기 위해 산책하는 동안 저희 

직원이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OCRecorder.com 

오렌지 카운티 아카이브 방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OCArchives.com 

소셜미디어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세요 

@ocrecorder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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