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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뉴스레터 - 2022년 3월 

 오렌지 카운티 문서기록관 사업부 뉴스레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업부
에 영향이 있는 최신 소식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당신의 문서기
록관인 저로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저희 사업부와, 대
중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국 연락처 (714) 834-2500에 전화하거
나 OCRecorder.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 응우엔  
                                                 카운티 문서기록관  

소식과 업데이트  

시상식과 공로 인정  

바깥 풍경  

저희에게 방문하세요:   
OCRECORDER.COM 

O.C.의 3월 역사  

고객들의 목소리...  

커뮤니티 현장활동  

오렌지 카운티 문서기록관  

 

콜센터  
 당신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곳에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30까지  



오렌지 카운티 문서기록관은 애너하임 소재 북부지청 업무 3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은 부서의 애너하임 소재 카운티 북부 지청 개소 3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청사
는 2019년 3월에 개소하여 오렌지 카운티 북부 주민들의 수요에 봉사하기에 바쁘게 업무가 날마다 성
장했습니다. 지청은 이 시기를 맞이하여 특별 장식을 했고 2022년 3월1일(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까지 가벼운 간식과 스낵을 마련했습니다. 카운티 북부지청은 222 노스 하버 볼리바드 스위트 110, 애
너하임, CA 92805 소재 웰즈 파고 빌딩 내부에 있습니다. 무료 주차를 하고자 하는 분은 웰즈 파고 주
차장에서 브로드웨이 또는 스트리트 방면 입구 출구를 이용하여 입장 가능하며, 주차 장소에서 90분 무
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저희 지청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저는 환희를 느꼈습니다"라고 서무 기록관 휴 응우엔이 말했
습니다. "최근 이삼 년은 우리가 팬데믹을 힘겹게 겪었지만, 저희 지청은 카운티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
하여 완전 개방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기간 동안 카운티 북부 지청은 9,726건의 결혼허가서를 발행했고, 3,371건의 결혼식을 진행했
으며, 44,175건의 중요 기록문서를 발행했고, 2,821건의 상호명을 정리했고, 1,602건의 공식 기록서를 
발행했고, 1,726건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직원들은 1,096건의 여권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저희 사업부의 카운티 북부지청은 2019년에 개소했고, 이것은 퓰러턴에 있던 이전 장소가 폐쇄된 이후
입니다. 애너하임 지청에서는 여권 서비스, 확대된 문서 기록 서비스를 추가했고 2곳의 결혼식장을 설
치했습니다. 지청의 웰즈 파고 빌딩 주차장소에서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인터스테이트 5와 스테이트 
루트 91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접근이 쉽습니다. 지청은 또한 애너하임 패킹 디스트릭트와 센터 스트리
트 프로메나데와 같은 매력적인 식당들과 식도락 장소들 부근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여러 곳의 편의 장소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OCRecorder.com 에 방문
하시거나 (714) 834-2500에 연락 바랍니다. 부서의 안내 전화는 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30 사이에 이용 가능합니다.  

뉴스 

 

OCRecorder.com 

http://www.ocrecorder.com


문서기록관은 여권 사진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은 2022년 3월 9일부터 여권 사진 촬영 요금을 $10에서 $7으로 
인하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권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
용을 절감시키는 것이지만, 저희 부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비용 손실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이번 요금 인하는 부서 내부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술 적용을 위한 문서기록관 
응우엔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여권 발급 서비스를 애너하임 소
재 북부 카운티 지청과 산타 아나 소재 남부 지청의 카운티 행정처 이내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요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저희 더 낮은 요금으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
다"라고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대중 요금 인하를 위한 저의 노력을 지원해 주신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이사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요금 인하의 의미는 오렌지 카운티 내 다른 중요 지역 소매상들에 비하여 저희 문서기록관 사업부
가 가장 낮은 여권사진 요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이 업무를 담당한 이후 
여권 사진 요금을 두 번째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는 2017년에 슈퍼바이저 이사회가 해결책을 채택하여 
여권사진 요금을 $15에서 $10으로 성공적으로 인하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그는 부서의 여권 
사진 프린터와 관련 장비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여 부서에서 사진을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값싸게 제
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 이 부서에서는 3,406건의 여권사진을 처리했고 5,160건의 여권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팬데
믹이 일어나기 이전인 2019년에 이 부서에서 처리한 여권 사진은 6,736건이며, 여권 신청은 10,740건
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기간에 이 부서에서 연간 처리한 사진은 평균 6,000건이며, 여권신청은 평균 
10,000건이었습니다.   

문서기록관 사업부에서 시행하는 여권 사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OCRecorder.com에 방문하거나 
저희 사업부의 안내 전화인 다음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714) 834-2500. 안내 전화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30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휴일은 쉽니다.  

뉴스 

 

OCRecorder.com 

http://www.ocrecorder.com


뒤처지지 마세요! 문서기록관, 여권 데이 주최  

오렌지 카운티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은 사람들을 여권 데이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도록 초청합

니다. 이 행사는 2022년 4월 2일, 토요일에 산타 아나 소재 오렌지 카운티 코트하우스에서 오전 9시부

터 오후 3시 사이에 개최되며, 신규 여권신청만 접수합니다. 여권 갱신 신청은 해당 없음. 이제 사람들

은 여행을 안전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행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지금은 여권신청에 알맞은 시기입

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전 약속을 크게 권유하지만 직접 방문도 환영합니다. 여권 데이 혜

택을 누리기 위하여, 모든 신청자들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여권 신청서를 서명하지 않은 채로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그리고/또는 특별 행사를 위한 약속을 하시려

면  OCRecorder.com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시 여행하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고 있어서 여권 발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

고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여권 데이는 바쁜 사람들과 가족들이 일을 빼먹지 않고 이동 문

제도 없이 중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완벽한 날짜입니다"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여권 데이는 일, 학교, 또는 다른 시간 문제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일상 업무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사

람들과 가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했습니다. 16세 이하의 자녀들이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친 부

모가 모두 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 특별 운영은 여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쉬운 방법을 제

공합니다. 현재 연방 단위의 처리 기간은 저희 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1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여행 계획 또한 이에 맞추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여권 신청만 접

수받습니다. 여권 갱신 신청은 해당 없음.     

여권 데이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문서기록관 사업부에서 시행하는 사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OCRecorder.com에 방문하거나 저희 사업부의 안내 전화인 다음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714) 834-2500. 안내 전화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30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휴일은 쉽

니다.   

뉴스 

 

OCRecorder.com 

http://www.ocrecorder.com/
http://www.ocrecorder.com


문서기록관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축가가 다시 울려 펴집니다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은 2022년 3월 24일, 목요일에 소속 사업부 소재 모든 결혼식장을 다시 개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뿌듯하게 발표합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휴업이 지나가고, 문서기록관 
사업부는 애너하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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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으
로 늘렸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약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희 본부의 아름다운 
예식장들 가운데 한 곳에서 올리는 시민 결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OCRecorder.com에 방문하
여 결혼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작성하거나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커플들이 지희 아름다운 예식장 실내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환호성을 주고받는 모습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라고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이 말했습니다. "저희 본부는 이런 날을 계속 기다려왔고 스스
로를 믿었으며, 대중들도 역시 그러했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커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결혼식 
장소 모든 곳에서 가능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식장들은 주정부에 의한 사무실 휴업 명령의 효력이 발효되었던 2020년 3월 이후 계속 폐쇄되었습
니다. 현재까지 본부는 결혼식을 사무 현장에서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예식에 참석 가능한 손님의 숫자
를 한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예식장 룸의 사용 재개는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커
플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점에서 본부는 열렬히 환
영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문서기록관은 주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결혼허가증 취득과 시민 예식이 가능한 곳입
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커플들의 공적 결혼 증명서는 $61, 비밀 결혼허가서는 $66에 발급받을 수 있
습니다. 사업부의 결혼식 룸을 이용하여 시민 예식을 치르는 커플의 추가 비용은 $28입니다. 결혼증명
서의 인증 사본이 필요하다면 $17를 미리 지불하면 됩니다.   

결혼 사무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문서기록관 사업부에서 시행하는 사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OCRecorder.com에 방문하거나 저희 본부의 안내 전화인 다음 번호로 전화 바랍니다: 

(714) 834-2500. 안내 전화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30 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휴일은 쉽
니다.  

뉴스 

 

OCRecorder.com 

http://www.ocrecorder.com/
http://www.ocrecorder.com/
http://www.ocrecorder.com


3월에 있었던 일: 

3월 24일, 저희 현장 팀은 론데포에 참가하여 

캘리포니아 파운틴 시티에서 열렸던 개업식

을 축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거

주하는 주민들에게 기술 기반 모기지 솔루션

을 제공하는 한편, 경쟁을 불허하는 고객 서비

스를 운영하는 이분들이 대단한 성공을 이루

도록 기원합니다.  

커뮤니티 현장활동 

저희 현장 직원이 라구나 비치 커뮤니티와 여

러 고위 공직자들과 합류하여 수에뇨스 라구

나 비치의 리본 커팅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독

특한 라틴 퓨전 음식과 칵테일을 제공하는 한

편 신선한 재료와 음식이 포함된 홈메이드 메

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분들이 크

게 성공할 것을 기원합니다.  

저는 랜디의 도넛 팀 행사에 영광스럽게 합류

했으며, 산타 아나 시티에서 열렸던 리본 커팅 

행사에서 축하했습니다. 당신의 상호명을 저

희 오렌지 카운티 사업부에 올려주신 점에 감

사드립니다. 1952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넛 상점을 유지해 왔듯이, 당신의 지

속적인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3월에 있었던 일: 

토요일에 저희 사업부는 여러 스카우트 지도

자들과 부모들과 함께, 금년의 리엔 돈 치 랑 

재단 골드 어워드 & 이글 스카우트 랭크 코트 

오브 아너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1명의 이글 

스카우트와 골드 어워드 수상자들에게 축하

하며, 특히 최초의 여성 이글 스카우트의 탄생

과 베트남 출신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글 

등급과 골드 어워드를 취득하게 된 점에 대해

서도 축하합니다.  

3월 25일, 저희 팀은 오렌지 카운티 SBDC 팀

과 지역 공무원들과 합류하여 어빈 시티에서 

열렸던 블레스드 브레이드의 개업식을 축하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환상적인 찰라를 굽는 한편 맛있

게 구운 코오세르를 서비스하여 미식을 추구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될 것을 기원

합니다.  

3월 26일, 저희 현장 직원은 가든 그로브 시티

에서 4곳의 새로운 사업체에 참석하여 그들의 

특별한 날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JAR 보험 

서비스, 토털 엘리트 보험 및 금융 서비스, 파

이브 루스터와 월드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월

드 시스템 빌더 여러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고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커뮤니티 현장활동 



3월에 있었던 일: 

 

3월 1일에는 저희 애너하임 지청 개설 3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

이 이처럼 훌륭한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과,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애너하임 지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들러 약간의 간식과 기부 물품을 챙기신 모든 손님들

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부 카운티 지청은 언제나 당신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현장활동 



3월에 있었던 일: 

저희 결혼식장을 팬데믹으로 인한 2년간의 휴업 끝에 다시 개장하게 되어 매우 흥

분됩니다. 이처럼 기념되는 날에 결혼식을 올린 모든 커플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커뮤니티 현장활동 



매월 저희는 자신의 일상적인 임무를 뛰어넘거나, 손님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한 직원의 공로를 기립니
다. 이번 달의 직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며, 표창판에 이름이 게시되고, 표창받는 달에는 캐주얼 복장
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리차드 해로를 3월의 직원으로 발표합니다.    

리차드는 동료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했으며 저희 팀의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슈퍼바이저
가 바쁘거나 업무가 어려울 때는, 직원들이 리차드에게 그분을 안내하여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하
도록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동료 직원들을 돕고자 하며, 미소와 친절로써 일을 처리합니다. 새로
운 직원이 재무 변경 방법을 요청할 때나 계절 고용 직원을 프로세싱 서버에 등록할 때를 막론하고 그에
게는 건전한 조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는 언제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슈퍼바이저들과
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그를 따르는 다른 직원들에
게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리차드는 하루를 미소와 긍정적 태도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는 모든 고객을 존엄하게 대우하고 존중
합니다. 힘든 고객을 응대할 때 업무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항상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는 
날마다 업무 개시 시간 이전에 도착하고 사무실 문이 열리자 말자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도록 확실히 
챙깁니다. 그의 슈퍼바이저들든 그가 매일 같이 쏟아붓는 헌신성과 노고를 치하합니다. 리차드의 탁월
한 직업 윤리와 고객 서비스는 저희 사업부의 평가를 높였으며, 따르는 모든 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
습니다. 이분을 저희 팀에 모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리차드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상식과 공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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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목소리...  

산타 아나의 저희 본부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후기를 받았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위한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OCRecorder.com 

산타 아나의 카운티 서비스 센터에 있는 저희 여권 서비스 단위는 디음과 같은 후기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환상적인 고객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다이아나 J. 로드리게스  

이틀 전 

나는 출생증명서를 받기 위해 갔다. 나는 엄청난 것을 경험했다! 들어

가서 나오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나와 상대했던 모든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진짜 도움이 되었다!!  
100/10 

이곳은 환상적인 장소이다!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빠르다! 나는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20분만에 받았다! 정말로 이 

장소는 강추하고 싶다! Usps는 잊기 바란다!  

크리스틴 N.  

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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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3월 3일 

공공 토지 위원이 지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재산권(멕시코 정부가  

설정한 것)을 "올곧게" 바로잡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과정에서는 란초  

지주들이 엄청난 법적 비용을 지불하오록 강요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1992년 3월 8일 에스키모 파이의 창시자인 라구나 힐즈 주민 크리스티안 넬슨, 99세로 사망.  

1840년 3월 10일 캘리포니아의 첫 번째 대법원인 '트리뷰널 데 자스티카'가 구성됨.  

1967년 3월 18일 
디즈니랜드에서 '캐러비안의 해적'이 대중에게 공개. 이 놀이기구의 공식 개장  

날짜는 4월19일.  

1825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공화국의 영토가 됨. 이러한 상태가 오직 23년 동안만 지속됨.  

OCArchives.com 

 O.C.의 3월 역사  
 

오렌지 카운티의  

란초스 지도.  

(티코 타이틀 보험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조교 문서관리사 크리스 제프센이 제공하는 역사적 사실 

그림: 오렌지 카운티 문서보관소에 감사드립니다. 

문서기록관 휴 응우엔의 사업부 업무를 진행한 오렌지 카

운티 문서보관소에 감사드립니다 . 

https://www.ocrecorder.com/oc-archives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OCRecorder.com 
 

오렌지 카운티 문서보관소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방문 바랍니다:  

OCArchives.com 

 

 

저희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우  
부탁합니다:  

@ocrecorder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캘리포니아 러닝 스프링스의 스노우 벨리에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깥 풍경  

https://www.ocrecorder.com/
https://www.ocrecorder.com/oc-archives
http://www.facebook.com/ocrecorder
https://twitter.com/OCRecorder?ref_src=twsrc%5Etfw%7Ctwcamp%5Eembeddedtimeline%7Ctwterm%5Eprofile%3AOCRecorder&ref_url=https%3A%2F%2Fwww.ocrecorder.com%2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