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카메라 위반 이의 제기 신청

뉴욕시 재무부 l 판정국

지침: 심리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만 본 양식을 사용하세요.  판사의 결정을 
수락하고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 예정인 경우에는 이 양식을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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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A. 응답자 정보(정자체로 기입하세요)

섹션 B. 차량 및 위반 정보

섹션 C. 판사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섹션 D. 이의 신청인 또는 등록자의 서명

1. 이름: 주간 전화번호:

2. 주소:

3. 본인의 신분: (하나 선택) 등록자 운전자 등록자 또는 운전자의 대리인 

이름

번지 및 거리 아파트 호수 도시 주 우편번호

성

1.  차량 번호판: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를 사용하세요.

2.  원래 심리 일자: 3. 납부한 금액: $

4. 이의 제기하는 위반 건수:
결정서에 나와있는 대로 정확하게 각 위반 번호를 입력하세요. 8건 이상의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이의 제기 신청서에 추가 
위반사항을 적고 첨부하세요.

등록한 주: 차량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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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티켓(들)에 대한 판결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이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자가 추가되고 
견인 및 기타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미납 주차 벌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지침

납부 지침

우편 발송 지침

1. 등록된 소유자, 운전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예: 변호사)만이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A 참조.)

2. 심리 결정 후 달력상 30일 내에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직접 이의 제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일정을 잡은 후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4. 다음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세요(각 번호판마다 한 세트 첨부)
 a. 판사의 결정서 원본
 b. 원본 티켓(들) 또는 책임 통지서(Notices of Liability)의 사본(들)
 c. 최초 심리에 제출된 모든 증거의 사본들

5. 이의 제기 심사위원들은 정확하고 완전한 신청서만 검토합니다. 불완전하고 서명되지 않은 신청서 또는 
필수 서류가 미비된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6. 이의 제기가 심사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섹션 A에 있는 주소로 결정서를 보냅니다. 이의 제기에서 
이길 경우 납부한 모든 금액이 환불됩니다.

7.  저는 수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 인터넷,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nyc.gov/finance를 방문하세요.

• 재무부 비즈니스 센터(Finance Business Center)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수표, 우편환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시거나 nyc.gov/finance를 
방문하세요

• 우편 발송: 수표나 우편환의 수신자를 "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로 적으세요. 
우편으로 현금을 보내지 마세요. 납부서 전면에 주차위반 티켓/카메라 위반 책임 통지서 번호 10자리, 
번호판 번호 및 차량이 등록된 주를 적어 주세요.

작성한 양식과 필수 서류를 다음 주소로 보내세요.

작성한 신청서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311번으로 전화하세요(24시간 / 주 7일). 

뉴욕시 5개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전화하실 경우 212-NEW-YORK(212-639-9675)에 전화하세요. 
청각 장애인을 위한 TTY 서비스에 대해서는 212-504-4115번으로 전화하세요.

신청서에 벌금을 동봉할 경우: 

NYC DEPARTMENT OF FINANCE 
ADJUDICATION DIVISION 

PO BOX 3615, CHURCH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08-3615

신청서에 벌금을 동봉하지 않을 경우: 

NYC DEPARTMENT OF FINANCE  
ADJUDICATION DIVISION - APPEALS UNIT 

66 JOHN STREET, 3RD FLOOR 
NEW YORK, NY 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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