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 카운티 지소 

웰스 파고 빌딩 

222 S. 하버 블러바드, 110호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92805 

오렌지 카운티 

남부 카운티 관리소 

601 N. 로스 스트릿 

산타아나, 캘리포니아 92701 
 

올드 오렌지 카운티  

법원 

211 W. 산타아나 블러바드 201호 

산타아나, 캘리포니아 92701 

남부 카운티 지소 

라구나 힐즈 시빅 센터 

24031 엘 토로 로드, 150호 

라구나 힐즈, 캘리포니아 92653 

(714) 834-2500      팩스 번호 (714) 834-2675      WWW.OCRECORDER.COM      WWW.OCARCHIVES.COM 

 

휴응 우옌 
등기소장 

 
 
 
 

출생 및 사망 기록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사업체 이름 

결혼 허가증/기록 

 공증 등록 

오렌지 카운티 기록 보관물 

여권  

   

 

 

 
 

 

 
즉시 배포용 연락처: 데이비드 카브레라 
2022년 11월 15일 전화: (714) 834-2248 

 David.Cabrera@rec.ocgov.com 
 
 
 
 
 

연말을 맞아 등기소장께서  

토요일 특별 운영 시간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몰리는 민원을 피해 결혼 및 여권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2022년 
12 월 17 일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산타아나에 있는 올드 카운티 법원, 
애너하임과 라구나 힐즈에 있는 지소에서 휴 응우옌 등기소장이 등기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등기소는 이 세 곳 모두에서 결혼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타아나의 올드 카운티 법원과 애너하임의 북부 카운티 지소에서도 여권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구나 힐즈의 남부 카운티 지소에서는 여권 관련 민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별 운영 시간 동안 결혼 및 여권 관련 민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예약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결혼 허가증, 예식 또는 여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OCRecorder.com 을 
방문하십시오. 
 

휴 응우옌 등기소장은 "연말에는 언제나 결혼 관련 민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며 올해 
역시 예외 없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하며 "바쁜 가족들과 개인들이 분주한 
연말연시에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사무소에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이 부서가 주 내에서 결혼 허가증과 예식 관련 비용이 가장 낮다는 사실 역시 이 특별 운영 
시간에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61에 공개 
결혼 허가증을, $66에 기밀 결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8를 지불하면 
시민 예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신규 여권 신청만 처리합니다. 여권 사진 
촬영에는 $7가 소요되며, 이는 카운티에서 가장 낮은 여권 사진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특별 운영 시간에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니 예약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선착순으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특별 운영 시간 동안에는 등기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OCRecorder.com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결혼 허가증, 예식, 여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여권 사진을 $7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세 곳 모두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등기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CRecorder.com을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뉴스 배포 자료 

http://www.ocrecorder.com/
https://ocrecorder.com/services/e-servicesonline-services
https://ocrecor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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