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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기록청 남부 카운티 지청 확장 기념 그랜드 오프닝 리본 커팅 행사
오렌지 카운티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은 라구나 힐스 소재 남부 지청의 확장 기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2022년 5월 25일에 개최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문서기록청 사무소는 2022년
5월 25일(수요일) 오전 10:30에 라구나 힐스 24031 엘토로 로드, 스위트 160 소재 라구나 힐스
시빅 센터에서 리본 커팅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 지도자들이 여럿 참석하는 이 행사에
일반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장하는 남부 카운티 커뮤니티에서 16년간 봉사한 이후, 남부 카운티 지청은 결혼
라이센스와 결혼식, 그리고 부동산 기록 분야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곳이
되었습니다"라고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확장되는 장소는 저희 사무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담당할 것이며, 손님들을 위한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새롭게 확장되는 장소에서는 더 넓은 예식장 공간이 포함되는 결혼 사무를 볼 것입니다.
문서기록관 응우엔은 또한 현장에 두 사람의 문서 심사관이 부동산 기록 사무를 보게 되어
점심 시간에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손님들은 샌타애나에 있는
저희 부서의 중앙 청사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라구나
힐스 청사에서는 무료 주차 서비스를 계속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손님들은 출생, 사망, 결혼 증명서의 발급과 업체의 대표 상호 내역 파일 정리, 공증 공공 등록서
작성,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던 이 밖의 기존 사무를 라구나 힐스 시빅 센터에 있는
스위트 150에서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문서보관국에서 가능한 사무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이곳에
방문하십시오: OCRecorder.com.
###

NORTH COUNTY BRANCH OFFICE
WELLS FARGO BUILDING
222 S. HARBOR BLV D., STE 110
ANAHEIM, CALIFORNIA 92805

ORANGE COUNTY
COUNTY ADMINISTRATION SOUTH
601 N. ROSS STREET
SANTA ANA, CALIFORNIA 92701

(714) 834-2500



FAX (714) 834-2675



OLD ORANGE COUNTY
COURTHOUSE
211 W. SANTA ANA BLVD. ROOM 201
SANTA ANA, CALIFORNIA 92701

WWW.OCRECORDER.COM



SOUTH COUNTY BRANCH OFFICE
LAGUNA HILLS CIVIC CENTER
24031 EL TORO ROAD, SUITE 150
LAGUNA HILLS, CALIFORNIA 92653

WWW.OCARCHIV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