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혼인 신고 가이드

Long Beach 시서기관은 결혼식 주례사에 능숙합니다. 혼인 당사자만이
결혼식을 하거나 가족 친지와 함께 식을 거행하든지에 상관없이 시서기관은
여러분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원활하게 진행되며 기억에 남게
해드립니다. 시 서기실에서 여러분의 결혼식을 거행할 때 알아야 할 모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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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허가증 수령

이곳 Long Beach 시청에서 여러분의 결혼식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유효한 결혼 허가증을 수령해야 합니다.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 12400 Imperial Hwy, Norwalk, CA 90650.
(800) 815-2666 또는 (562)462-2137 - lavote.net

결혼식 예약

결혼 허가증을 수령하였다면 결혼식 날짜를 정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다음 단계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예약. 시서기관의 참여로 결혼식을 거행할 때 드는 비용은 현금 $25입니다. 현금
 결혼식
$18를 추가로 지급하시면 시서기관이 증인 역할을 담당해드립니다. 결혼식을 예약하려면
$35

$20

(562) 570-6101로 전화하시거나 CityClerk@longbeach.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시서기관이 결혼식 동안 예복을 갖추어 입기를 원하시면 이를 명시해 주십시오.
정하기. 결혼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시서기관이
 시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여러분의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장소는 시 서기실 이내와 그 주변 여러
 장소
곳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o
o

시 서기실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City Hall Plaza 모든 곳 (실외 또는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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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전날

시 서기실에서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전화를 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
J

결혼 허가증 및 고객용 사본을 봉투에 있는 그대로 지참(최초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한 것이어야 함).
J

유효한 신분 증명. 운전 면허증, 정부 발급 ID 카드 또는 미국 여권.

J

결제용 현금. $35 (또한, 시서기관이 증인으로 참석한다면 추가
비용 $20).

J

결혼 반지(선택 사항) 또는 개인이 준비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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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결혼식 날

수수료 지급 및 결혼 허가증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더
세부사항과 요구 사항을 검토하려면 시 서기실로 문의하십시오.
시서기관은 모든 방문객에게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결혼식 직후:

 결혼식 증인과 시서기관이 결혼 허가증을 작성합니다.
 사진 촬영 (사진사 동반 환영!)
시서기관은 막 결혼식을 마친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 결혼
 허가증을
Los Angeles County Registrar-Recorder/County Clerk에 우송하는 책임은
시서기관에게

있습니다.

결혼 허가증은 결혼 증명서가 됩니다. 증명 사본은 Los Angeles County Registrar 이Recorder/County
Clerk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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