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 카운티 평등 지도가 남부 캘리포니아 정부협회에서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언급 상을 받았습니다 

(샌타애나, 캘리포니아) - 어드밴스OC,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이사회), OC 
보건기관(HCA)가 민관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오렌지 카운티(OC) 평등지도가 남부 캘리포니아 
정부협회(SCAG)에 의한 평등부문 지속 가능상을 수상함으로써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OC 평등지도는 오렌지 카운티(카운티)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계획수립과 자원 배분 촉진을 위한 
길을 닦기 위한 혁신적인 툴로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어드밴스OC는 이사회, HCA와 협력하여 
오렌지 카운티의 가족들과 커뮤니티들에 끼친 COVID-19 영향을 완화시키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OC 평등지도는 2021년 7월 14일, 슈퍼바이저 앤드류 도, 그리고 도우 채피가 이끄는 COVID-19 
임시위원회의 리더십에 의해 발족했습니다. 

 

이 대화형 지도에서는 인구조사 트랙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사회진보지수(SPI), 
질병관리센터(CDC) 건강 지표, 인구의 인구학적 데이터에서 추출한 점수를 나타냅니다. 이 
지도에서는 또한 여러 다양한 사용자들이 맞춤으로 이용 가능한 추가 정보를 겹쳐서 볼 수 있습니다.   

 

제4 디스트릭트 출신 이사회 의장 도우 채피는 보건 불평등 문제 해결에서 혁신적인 접근을 이루어 
낸 HCA와 어드밴스OC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지도력과 개척적인 협력이 SCAG의 
인정을 받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저는 OC 평등지도를 지지하며, 계속하여 카운티 내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슈퍼바이저 앤드류 도는 슈퍼바이저 이사회 의장 임기였던 2021년에 OC 평등지도를 제작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슈퍼바이저 도는 수년간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들이 직면한 도전을 
인식했으며, OC 평등지도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통찰력이 카운티 자원의 의사결정과 관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팬데믹은 카운티들과 시티들이 커뮤니티 
이내에서 발생하는 간절한 수요의 수준과, 가용 자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보도 자료 



OC 평등지도 툴은 실천 가능한 벤치마크를 제공하여 보건과 사회 복지에 대한 실망을 감소시키며, 
우리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오렌지 카운티의 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카운티 당국의 집합적 노력을 알려주는 
효과적인 툴을 가지게 된 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제3 디스트릭트 출신 부의장 도날드 P. 와그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툴이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정보가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고 우리 유권자들에게 더 훌륭한 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고무되었습니다. 
이번 시도가 긍정적이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쁩니다." 

 

HCA 감독관인 닥터 클레이턴 초는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각된 불평등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C 평등지도는 우리들의 자원을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의 자원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승시켰습니다. 이것은 함께 일하는 정부와 시민들의 믿을 수 없는 잠재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HCA는 이번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축하하고 어드밴스OC와 다른 단체들이 고질적 
시스템으로 고착된 보건 불공평을 OC 평등 사업을 통하여 다루게 될 미래에 높은 여망이 있습니다." 

 

제2 디스트릭트 출신 슈파바이저 카트리나 폴리는 "우리는 오렌지 카운티 이내의 보건과 지원 
서비스의 격차를 반드시 다루어야 하며, 이번 대화형 지도를 통하여 우리 카운티가 주민들을 돕기 
위한 행동을 가장 훌륭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각적 개요를 제공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 고대하고 있으며 SCAG의 인정에 감사드립니다." 

 

"카운티 당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겪었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제5 디스트릭트 
출신 슈퍼바이저 리사 A. 버틀렛이 말했습니다. "이 툴과 그 내용을 해석하기 위한 평등 추진단의 
노력은 카운티 당국에게 미래에 모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체 시스템을 개선할 때 불평등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번 협력에 감사하며, 이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번 인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작업을 지지하고 빛내 주신 SCAG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어드밴스OC 회장 케이티 칼보다가 말했습니다. "비영리기관인 우리들의 
사명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등 지향 정책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 수혜 수준이 낮은 커뮤니티를 
돕는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커뮤니티의 수요를 지지하고 증폭시키며, 정책입안자들, 사업과 
자선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여 오렌지 카운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OC 이내의 평등에 대한 노력과, OC 평등지도, 어드밴스OC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분은 

www.equityinoc.com 이나 www.AdvanceOC.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quityinoc.com/
http://www.advanceo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