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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기록관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축가가 다시 울러펴집니다
서무-기록관 휴 응우엔은 2022년 3월 24일부로 자신의 사업부 소재 모든 결혼식장을 다시 개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뿌듯하게 발표합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휴업이 지나고, 서무-기록관
사업부는 애너하임 소재 라구나 힐즈와, 산타아나 소재 올드 카운티 청사에 있는 본부 내부 행사 룸에서
시민 결혼식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부는 또한 축하 행사 참여 손님의 허용 인원을 1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약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희 본부의 아름다운
예식장들 가운데 한 곳에서 올리는 시민 결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OCRecorder.com에 방문하여
결혼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작성하거나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희의 아름다운 예식장 실내에서 환호성을 주고받는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라고 서무-기록관 휴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저희 본부는 이런 날을 계속
기다려왔고 스스로를 믿었으며, 대중들도 역시 그러했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커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결혼식 장소 모든 곳에서 전체 이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식장들은 주정부에 의한 사무실 휴업 명령의 효력이 발효되었던 2020년 3월 이후 계속
폐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본부는 결혼식을 행정 현장에서 시행했으며, 지금까지는 예식에 참석 가능한
손님의 숫자를 한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예식장 룸의 사용 재개는 모든 이들이 환영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커플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점에 대하여
본부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서무-기록관은 주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결혼허가증 취득과 시민 예식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커플들의 공적 결혼 증명서는 $61, 비밀 결혼허가서는 $66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본부의 결혼식 룸을 이용하여 시민 에식을 치르는 커플의 추가 비용은 $28입니다.
결혼증명서의 인증 사본이 필요하다면 $17를 미리 지불하면 됩니다.
결혼 사무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서무-기록관 사업부에서 시행하는 사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OCRecorder.com에 방문하거나 저희 본부의 안내 전화인 다음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714) 834-2500. 안내 전화는 휴일 제외,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30 사이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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