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민법상 결혼식
최신 업데이트:
2020 년 11 월 28 일: 본 지침은 COVID-19 통제를 위한 보건 담당관의 임시 표적
세이퍼앳홈 명령: 제 1 단계 상당한 급증에 대응 기간인 2020 년 11 월 30 일부터
2020 년 12 월 20 일까지 유효합니다. 민법상 결혼식은 해당 3 주 동안 본 지침에
설명된 대로 거행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민법상 예식)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참석자의 수를 엄격히 제한한 상태에서 거행될 수 있습니다.
• 결혼하기 전에, 커플은 카운티 서기관으로부터 혼인 허가서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o 커플이 함께 직접 참석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허가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외는
약속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혼인증명서의 적합한 발행을 위해 결혼하는 커플과 주례사, 그리고 증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주례사와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커플이 혼인 서약을 해야 합니다.
o 커플은 등기 서기국/카운티 서기관(RR/CC)에 주례 및 증인과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RR/CC
지점 목록을 보시려면 본 페이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o 커플은 캘리포니아 행정 명령 58-20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라이브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갖춘
비디오 회의를 통해 주례사와 증인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o 커플은 캘리포니아에서 민법상 결혼식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 현직 또는 퇴직한 공공 주례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시장, 일부 판사 포함, 캘리포니아 웨딩 주례사 참조).
•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결혼식의 직접 참석은 아래의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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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에 사회적(신체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커플 사이는 예외).
커플 중 한 명이 COVID-19 감염 증상을 보인다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인이나 주례사가 COVID-19 증상이 있으면, 대리인을 찾은 경우에만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상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도 됩니다.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추가 참석자 없이 녹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독이 어렵거나 사회적(신체적)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물건, 장비 및 소모품의 사용을 피하십시오.

허가서 또는 예식을 예약하거나 시청 결혼식을 계획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등기 서기국/카운티 사무관 웹사이트, RR/CC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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