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del F. Del Valle, 대표 및 최고 행정 판사 

뉴욕 시 행정 심판 및 심리 사무국(NYC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OATH)은 
독립 행정 법정으로 뉴욕 시의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케이스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실행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OATH 심리 부서에서는 건축물과, 위생과, 보건과, 
소비자과,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 같은 다양한 
집행기관이 제기한 위반 주장에 대한  
심리를 실행합니다.

OATH 심리 부서가 무엇입니까?

NYC의 법률 집행 담당 기관이 귀하에게 소환장 
또는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OATH는 행정법원이며, 
검사를 시행하거나 소환장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소환장이나 통지서를 받은 이유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환장 또는 통지서를 발생한 시의 
집행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내가 소환장 또는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Bronx
3030 Third Avenue
Bronx, NY 10455

월요일~목요일 
(오전 8:00~오후 5:00)

Brooklyn 
9 Bond Street, 6th & 7th Floor 

Brooklyn, NY 11201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5:00)

Manhattan 
66 John Street, 10th & 11th Floor

New York, NY 10038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5:00)

Staten Island 
350 Marks Place, Main Floor

Staten Island, NY 10301
화요일

(오전 8:00~오후 4:00)

Queens
임대 차량 보건/식당 케이스:
31-00 47th Avenue, 3r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5:00)

다른 모든 케이스:
144-06 94th Avenue, Main Floor

Jamaica, NY 11435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5:00)

1-844-OATH-NYC
(1-844-628-4692)

OATH 심리 센터

통역 서비스는 250개 이상의 언어로 비용없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이용할 수 있는 일부 
언어의 목록입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 장애가 있거나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844-628-469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귀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yc.gov/oath에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사항을 따르거나 심리 결정서의 뒷면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채무를 인정한 경우, 합의/약정을 수락한 경우 또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OATH 심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환장이나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소환장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합니다. 통지서 또는 
소환장를 확인하고 심리 이전에 인정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둡니다.

• 제공된 집행기관의 합의 또는 약정을 수락합니다, 

• OATH 심리에 참여하여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합의/약정 제안 수락:

합의 또는 약정 제안을 수락하려면, 채무를 인정하고, 심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집행기관이 제안한 합의금을 납부한 
후 제안의 조건을 준수합니다.

심리를 열어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OATH는 직접 심리를 참여하기 위해 OATH 심리 센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시의 집행기관이 발표한 위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 

위생과, 보건 및 정신 위생과, 환경 보호과, 운송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과가 발부한 모든 소환장 및 건축물과와 
소방과에서 발행한 일부 소환장에 대해 편의에 따라 아래에 
열거된 심리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 심리 방법을 사용하여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OATH는 예정된 심리 날짜 
전까지 반드시 귀하의 변론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환장 또는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귀하의 케이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와 
사진을 가져오거나 증인을 데려오십시오. 

• 도착하면, 서명한 후 심리 담당관이 귀하의 
케이스를 호명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심리는 공청회 심리실의 심리 담당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 심리 담당관은 귀하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귀하의 진술과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심리는 녹음으로 기록됩니다. 

• 심리 담당관은 즉시 귀하의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런 경우 대기실로 돌아가 심리 담당관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ATH가 결정 사항을 
기록에 있는 귀하의 주소에 우편으로 보내고 
위반 주장과 함께 귀하에게 벌금을 부과한 
기관에 발송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nyc.gov/oath를 방문하십시오.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합의 또는 약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화,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소환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소환장의 전면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OATH에 
출석하십시오.

직접 OATH 심리에 참석하기로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전화 심리

원클릭(온라인) 심리

우편 심리

(212) 436-0777

OATH Remote Hearings Unit
66 John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38 

www.nyc.gov/oath

  SUMMONS • FOR CIVIL PENALTIES ONLY  

 

 

Agency logo 
here 

SUMMONS NUMBER: 179 378 129 

ENFORCEMENT AGENC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IVISION:  841, H163 

AGENCY ADDRESS:   55 Water Street, 9th Floor, New York NY 10041            Phone Number: 311 

RESPONDENT:   Consolidated Edison  DBA:  

Mailing Address:    1615 Bronxdale Avenue   ID NUMBER: X012013206019    
Bronx, NY 10462    TYPE OF ID AND ISSUED BY:  NYC DOT 

Cell Phone: 
 

DATE and TIME OF OCCURRENCE: 6/2/2016 03:08PM     START AND END TIMES OF INSPECTION: N/A 

PLACE OF OCCURRENCE:  2749 Mickle Avenue   BOROUGH:   Bronx 
   Btwn Allerton Avenue and East 
   Gunhill Road 

 
You must respond to this Summons. You can appear at the hearing date and location below or choose another option. For 
other options on how to respond, see the back of this page. 
 

HEARING DATE: August 24, 2016 AT: 8:30 AM  
HEARING LOCATION: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 Hearings 

66 John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38  Phone: (844)628-4692   
 

Refer to the Summons number above on all communications. 

WARNING:  If you do not appear or respond to this Summons, the City will decide the Summons against you and 
impose penalties. Failure to pay a civil penalty could lead to the denial of an application for, or the suspension, 
termination or revocation of a City license, permit or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City may enter a judgment 
against you in court.

 

Details of Violation(s) 

34 RCNY 2-11(e)(12)(viii)—Failure to seal street opening joints (D5A)   Mail-in Penalty: $250 
 
At T/P/O I observed that the respondent still has not sealed their street joint  Maximum Penalty: $750 
Opening. CAR 20161630183 was written to have correct, but the respondent  
has failed to reply. 
 
If not admitting the charge, you MUST APPEAR IN PERSON 
 
 

NYC Charter Sections 1048 and 1049-a and the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 authorize the NYC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OATH) to hold hearings. 
For hearing options, see other side of this summons.  
I, an employee of the agency named above, affirm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personally observed the commission of the violation(s) charged above and/or 
verified their existence through a review of departmental records. False statements made herein are punishable as a Class A Misdemeanor pursuant to section 
210.45 of the Penal Law.  

/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ID: Ernest Bennett, Tax Reg No. 000163   Rank/Title: NYC DOT Highway and Sewer Insp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