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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기록부, 발렌타인 데이 시간 연장을 제안  
 
 
 
 
 
 

일년 중 가장 낭만적인 날 결혼하려 하십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에 오렌지 카운티 사무원 기록부의 Hugh Nguyen는 애너하임, 라구나 힐 및 

샌타애나의 올드 카운티 법원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업무 종료 

시간 대신에, 부서는 결혼 서비스 부서를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으므로 예약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워크인을 환영하며 방문 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커플은 사무실 

방문에 앞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및/또는 예약을 위해 다음 링크에 

방문해야 한다. https://ocweddings.ocrecorder.com/#/. 
 
“발렌타인 데이는 언제나 부서의 가장 낭만적이고, 행복하며, 바쁜  
날입니다. 특히 이 특별한 날에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플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사무원 기록부 Hugh Nguyen는 밝혔다. 
 
커플들을 위해 이 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커플들은 저희 사무실 방문에 앞서 온라인으로 결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결혼 허가와 결혼식을 받으려는 커플의 경우에는 최대 10명의 하객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커플들은 예약 시간에 유효한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지불은 현금, 신용/현금 카드, 수표, 캐셔 수표 및/또는 우편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표 및 

우편환은 오렌지 카운티 사무원 기록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저희와 함께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저희 부서가 주에서 결혼 허가증과 결혼식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커플은 $61에 공식 결혼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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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에 비밀 결혼 면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 결혼식은 추가로 $28를 지불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부서의 정보 담당 (714) 834-2500으로 전화하거나 OCRecorder.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정보 담당 번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00부터 오후 4:30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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