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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소 관리 부서에서 여름을 앞두고 

업무량 폭주를 대비해 여권의 날을 주최합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권 관련 업무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올드 오렌지 카운티 법원(주소: 211 W. Santa Ana Blvd., Room 201, in Santa Ana)에서 

오렌지 카운티 기록 보관소 관리자 휴 응우옌이 주최하는 여권의 날을 활용하여 업무량 폭주에 

대비하십시오. 이 날은 업무, 학교 또는 기타 시간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 시간 동안 방문하실 수 

없는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여권을 신청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신규 여권 신청만 허용됩니다. 여권 갱신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약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려면 모든 신청자는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작성된 여권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작성하거나 특별 운영일 방문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OCRecorder.com을 방문하십시오. 

휴 응우옌 기록 보관소 관리자는 "올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제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며 "여권의 날은 바쁜 개인과 가족들이 등교나 직장 출근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필수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고 여행을 제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완벽한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부모 모두 참석해야 하므로, 여권의 날을 활용하면 부모가 

원활히 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 차원의 서비스 처리 기간은 신청서가 사무소에 

제출된 날로부터 총 11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행 일정에 따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무부 수수료는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만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결제 방식을 통해 별도로 부과하는 

처리 수수료 $35를 기록 보관소 관리 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여권 

사진을 $7의 저렴한 비용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날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기록 보관소 부서에서 공공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CRecorder.com을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또한, 정보 안내 전화((714) 834-2500)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30분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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