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 카운티 사회복지국(SSA)은 카운티 주민들에게 성인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공중 건강 보험, 아동과 가족 서비스, 가족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SA 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4,0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http://ssa.ocgov.com/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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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 작전과 시니어 산타와 친구들이 

각각 60 및 30주년을 기념합니다 
산타클로스 작전 및 시니어 산타와 친구들을 위한 연례 명절 선물 모금은  

2022 년 12 월 30 일까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2022 년 11 월 22 일) – 산타클로스 작전(OSC)과 시니어 산타와 친구들(SSF)이 

주최하는 선물 모금 활동은 지난 각 60년 및 30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의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들, 노인들과 

장애우들을 도왔습니다.  

OSC ("Operation Santa Claus" / 산타클로스 작전)는 1962 년 소수의 어린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은 행사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주요 지역사회 행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위탁 보호받는 어린이들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서비스를 받는 불우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장난감을 

기부합니다. 작년에 OSC 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19,000 개 이상의 장난감과 

선물을 배포했습니다. 이는 장난감과 선물을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오렌지 

카운티 직원들,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 기업들과 지역사회 개인들의 관대함, 노력 및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 4 지구 오렌지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의장인 

더그 채피(Doug Chaffee)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사회는 연휴 동안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지속해서 함께 모였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지난 몇 년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의 지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SF ("Senior Santa and Frien 저소득 노인들 또는 오렌지 카운티 

사회복지국(SSA) 및/또는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의 고객인 중증 장애 

성인들에게 선물 및 특별 요청 품목들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가전제품, 특수 의료 장비, 영양 보조제 또는 의류와 같은 물품을 받습니다. 

SSF 를 통해 받은 물품은 받는 이의 삶을 더 쉽고 편안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년에 SSF 는 오렌지 카운티의 저소득 노인들과 장애가 

있는 성인들에게 1,115 개 이상의 선물과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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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대한 기부자들의 지원 덕분에 프로그램은 작년 모금 목표인 $30,000 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조직자들은 올해 말까지 총기부금 35,000 달러를 모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타클로스 작전과 시니어 산타와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운티 도서관을 포함하여 많은 카운티 건물에 있는 수집 상자에 새 장난감과 포장되지 않은 

장난감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는 1505 E. Warner Ave., Santa Ana, CA 92705 에 

있는 OSC 및 SSF 드롭 오프 센터에 장난감 및 기타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물은 1505 E. Warner 

Ave., G-101, Santa Ana, CA 92705 로 배송할 수도 있습니다. 

• 명절 선물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천사 태그 장난감/선물 모금 행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는 다음 주소를 방문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ssa.ocgov.com/DonateOSC 
ssa.ocgov.com/DonateSSF 

산타클로스 작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714) 679-2438에 전화를 

주시거나 OperationSantaClaus@ssa.ocgov.com 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산타와 친구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714) 825-3111에 전화를 

주시거나 Senior.Santa@ssa.ocgov.com 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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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 작전 시니어 산타와 친구들 

https://ssa.ocgov.com/how-do-i/give-or-volunteer/volunteer/donations/operation-santa-claus
https://ssa.ocgov.com/how-do-i/give-or-volunteer/volunteer/donations/senior-santa-friends
mailto:OperationSantaClaus@ssa.ocgo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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