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섹션 A. 법원 및 사건 정보

섹션 B. 청구인 정보

입금 신청서
발송 주소:NYC Department of Finance, Treasury/Court Assets Unit, 66 John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38

지침: 본신청서를작성하여공증을받으신후상기주소로발송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의일반지침을참조하십시오.
자세한내용은 212-908-7619로전화하시거나 nyc.gov/contactcourtassets를방문하십시오.  

뉴욕시재무부 l재무과

1. 법원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법원카운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색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도: ______________________
4. 사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사건성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자금기탁자:

a.  q 법원: 영수증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q 소송상대

7. 입금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 일 년

1. 청구인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청구인국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청구인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호수 시 도 우편번호

4. 청구인외다른수취인의이름및주소(해당내용모두기재):

a.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주소 시 도 우편번호

b.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주소 시 도 우편번호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주소 시 도 우편번호

5. 청구인이설립한법인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입니다. 

법인이소멸되었습니까? q예 q아니오 "예"인경우날짜기재: ________/________/________

"아니오"인경우법인이현재활동중입니까? q예 q아니오

인증 인증 계좌

날짜:_____/_____/_____ 번호:_______________ 번호:_______________ 금액: $______________

담당자만 기재 - 이 란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법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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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C. 자금 정보

1. 입금이이뤄진조치또는소송절차담당변호사의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성

2. 청구인또는대리인은이자금에대해어떻게알수있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이주장에대한귀하의관계는무엇입니까? q임차인 q집주인 q변호사 q상대방 q채권자
(하나만선택)

q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자금수혜자가유아인경우해당유아의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월 일 년

5. 인출액선택: q전액 q자금중일부만

6. 사전인출날짜및금액(해당될경우):

a.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b.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금액 날짜 금액

c. 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d.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금액 날짜 금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구인서명 청구인서명 청구인대리변호사또는수탁자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주소 거주지주소 사무실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도, 우편번호 시, 도, 우편번호 시, 도,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주 } SS.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

20________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요일여기에서명및직접

출석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개인적으로본인이잘알고있는자들이거나법률서류에
이름이기재된개인에대한만족스러운증거에기초하여본인에게증명하였고자신의역량에따라동일한방식으로시행

했음을본인에게시인했으며개인이법률서류에대하여조치를취하고시행한것을대신하여법률서류, 개인또는사람
에대하여자신의서명을기재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구인확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승인담당자서명

변호사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탁자확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승인담당자사무실

입금신청서 2페이지

모든서명은발표전에승인되어야합니다

개인 청구인 및 변호사 인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구인서명 청구인서명 청구인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직함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거주지주소 거주지주소 거주지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주, 우편번호 시, 주, 우편번호 시, 주,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주 } SS.
______________________ 카운티

20________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요일여기에서명및직접

출석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는) 개인적으로본인이잘알고있는자들이거나법률서류에
이름이기재된개인에대한만족스러운증거에기초하여본인에게증명하였고자신의역량에따라동일한방식으로시행

했음을본인에게시인했으며개인이법률서류에대하여조치를취하고시행한것을대신하여법률서류, 개인또는사람
에대하여자신의서명을기재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승인담당자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승인담당자사무실

주: 법인 인감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금신청서 3페이지

모든 서명은 발표 전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승인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무 사용에 한함.  이 밑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법인 인증



1. 금액을 수령한 자는 누구나 해당 인증 섹션에 "청구인"이라고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
한 경우 2페이지 또는 3페이지의 사본을 작성합니다.

2. 청구인중하나가아닌공증인은청구인서명을증명해야합니다. 공증인이뉴욕주외
다른 주 출신인 경우 신청서에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자금이사망자명의로된경우신청서에유산관리장, 유언장및양도세를첨부합니다.

4. 본인이 대리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 신청서에 대리인 또는 양수인 사본을 첨부합니다. 

5. 이 입금 신청서 원본을 필수 사본과 함께 첨부하여 다음 주소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
다. NYC Department of Finance, Treasury/Court Assets Unit, 66 John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38.     

6. 해당신청서가승인되면입금인증서와처리된신청서사본을우편으로보내드립니다.

7. 신청서 사본과 입금 인증서 모두 법원에 제출한 명령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8. 법원 명령은 재무부가 또는 재무부 국장이 지정자에게 지정된 금액과 함께 덜 합법적
인 수수료에 해당하는 발생한 이자를 지불할 것을 지시합니다. 

우편을 통해 수표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대리인은 법원 명령에 포함된 명령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규정 2607, C.P.L.R.)

9. 법원 서기가 인증한 사본 한 건은 신청서, 진술서 및/또는 규정집 사본과 함께 다음 주
소로 전달해야 합니다. Treasury Division/Court Assets at 66 John Street, 2nd Floor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입니다.

입금신청서 4페이지

일반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