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사회 복지국 

우리 지역사회, 우리 헌신 

오렌지 카운티 사회 복지국(SSA)은 카운티 주민들에게 성인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공중 보건 보험,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및 가족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SA 는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4,4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t 

http://ssa.ocgov.com/에서 찾아보십시오. 

 

보도 자료 
공개 발표                               연락처:  

Jamie Cargo 
ssacomm@ssa.ocgov.com   

  
 

제 28 회 오렌지 카운티 아동 실태 보고서 

 지금 사용 가능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2022 년 12 월 6 일) –카운티 아동의 건강, 경제적 복지, 교육 및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제 28 회 오렌지 카운티 아동 실태 보고서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청소년들의 삶과 복지가 개선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증진: 무보험 아동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2014~2020 년사이에 무보험 아동이 

53,894 명에서 24,253 명으로 절반 이상(56%) 감소했습니다. 이 조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한 

어린이들이 필요할 때 적시에 처방약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예방 치료(면역, 치과 

치료 및 시력 검사 포함)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건강 관리 접근의 지표입니다. 

• 경제적 복지: CalFresh(칼프레쉬) 혜택을 받는 어린이의 비율은 2019-2020 년보다 약간 

증가하여 5 년 만에 처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0-21 년에 18 세 미만 어린이 10 명 중 1 명 

이상(12.9% 또는 91,088 명)이 CalFresh 혜택을 받았습니다. 빈곤의 지표로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어린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부정적인 추세로 볼 수 있지만,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더 

많은 자격이 있는 어린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당한 지원 노력이 

있었습니다.  

• 학업 성취: 고등학교 중퇴율은 10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대학 진학 준비율은 10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2021 년 오렌지 카운티 코호트 탈락율은 2011-2012 년 

8.9%에 비해 4%였습니다. 이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도 10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2020-2021 년에 36,747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7%가 UC/CSU 자격을 받았는 데 이는 캘리포니아의 자격률 5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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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과 지역사회 안전: 청소년 체포 비율은 10 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1 년 

이후 81% 감소했습니다. 2011 년 10,801 건의 청소년 체포에 비해 2020 년의 청소년 체포는 

2,053건이었습니다. 체포는 보통 청소년이 청소년 사법제도에 대한 첫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초점 영역에는다른 것들 보다도 행동 건강과 주거가 포함됩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경제적 복지에 대해서와 이것이 오렌지 카운티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적 복지가 어린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방법들을 반영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극복하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의 힘과 

회복력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2022 년 보고서 발간을 담당하는 자문 위원회인 

오렌지 카운티 아동 파트너십(OCP)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한 OC 제 4 지역구 감독위원회 위원장 Doug 

Chaffee 는 말했습니다. Chaffee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오렌지카운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계속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를 읽어보려면 https://www.ssa.ocgov.com/about-us/news-publications/COCR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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