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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서비스 절차

섹션 I - 당사자 정보

신청 주간

당사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인쇄체) 성(인쇄체)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
거리 번지 아파트 번호

섹션 IV - 일반 정보

신속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즉 서류 송달에 적당한 시간, 현장의 범죄 행위, 폭력 위협, 동물, 정서적으로
방해받는 사람, 기타 행동이나 상황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섹션 III - 대상자 정보

서비스 생년

대상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일: __________________ SSN:______________________
이름(인쇄체) 성(인쇄체)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치구: 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
거리 번지 아파트 번호

이 주소에 연락할

적절한 시간: __________________ 집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체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치구: __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
거리 번지 아파트 번호

이 주소에 연락할

적절한 시간: __________________ 집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폰: 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체 정보:   사진을 제공했습니까? q 예 q 아니요

성별:_____ 신장:______ 체중:______ 머리카락 색: _______ 피부색: ________ 문신/기타: ______________

자동차 정보:  제조사: ______________________ 모델: ________________ 연식: ________ 색상: ______________

섹션 II - 법원 정보

다음 법원에서소환장을 수취했습니다.

q 가정 법원 q 대법원 q 민사 법원 q 기타 법원 ____________________
해당 카운티:  q NEW YORK q BRONX q KINGS q QUEENS q RICHMOND q 기타 ________________

법원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 우편번호:________
번지 및 스트리트

발송 주소: 서비스가 제공되는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카운티 보안관의 위치는 뒷면에 있습니다.
안내사항: 이양식을사용하여보안관사무소에서비스를요청하십시오. 서비스는고지서, 청원서, 소환장, 명령서, 영장및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합니다. 작성하기 전에 전체 페이지를 읽어 보시고, 보안관 사무소의 서비스 비용 및 자치구 위치에 관한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이 양식은 반드시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섹션 V - 확인서

아래 서명인은 제출된 위임장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며, 법정의 권한에 따라 보안관에게 서비스를 요청함을 확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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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선생님/부인,

귀하는 특정 일자에 법정에 출석하거나 출두하도록 지시하는 가정 법원 소환문 또는

기타 법원 서류를 받았으며 현재 보안관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입니다.

보안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정규 업무 시간에 피고/피고소인을 찾을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제출 시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 법원 서류는 법정 출두 일자 적어도 8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안관은 첫 번째 시도에서 피고/피고 소인과 연락을 취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일자보다 적어도 3주 전에 출두 일자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정보가정확하고시기적절하더라도보안관이서비스를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

점을알려드립니다.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않습니다.

보안관이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으며 신청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날짜가 표시된 절차에 대해 제안된 기간을 통보받았으며

보안관에게 정규 근무 시간 동안 피고/피고소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원고/고소인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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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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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사무소는 고지서, 탄원서, 소환장, 명령서, 영장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공합니다.

보안관은 보호 명령을 무료로 수행합니다. 또한 보호 명령 신청, 또는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혼 소환, 지원 소환 또는 친자 소환 등의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당시에 동반되는 절차는 모두 무료입니다.

서비스 및 요금 정보

NYC SHERIFF 서비스 수수료는 $52.00입니다.

가정폭력절차및동반서류에대한수수료, 또는
writ of habeas corpus 절차에대한수수료는없습니다. 

NEW YORK
Office of the Sheriff

66 John Street, 13th Floor
New York, NY 10038
(212) 487-9734

BRONX
Office of the Sheriff

Bronx Customer Service Center
3030 Third Avenue, 2nd Floor

Bronx, NY 10455
(718) 993-3880 

KINGS
Office of the Sheriff

Brooklyn Municipal Building
210 Joralemon Street, 9th Floor

Brooklyn, NY 11201
(718) 488-3545

QUEENS
Office of the Sheriff
30-10 Starr Avenue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 707-2170

RICHMOND
Office of the Sheriff

Staten Island Business Center 
350 St. Marks Place, Room 409 

Staten Island, NY 10301
(718) 815-8407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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