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뉴욕시 재무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FINANCE)에 현재 우편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도움 받기 보석금 환불을 
잊지 마세요

법원 형사법원 대법원

New York 646-386-4509 646-386-4000

Bronx 718-618-2460
718-618-1592

718-618-3100

Richmond 718-675-8558 718-675-8760

Kings 347-404-9400 347-296-1305
347-296-1122

Queens 718-298-0792 718-298-1317

우편 주소가 변경된 경우, 뉴욕시 재무부 법원 자산과에 
공증된 현금 보석금 환불 우편 주소 변경(Cash Bail 
Refund Change of Address Notice)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된 현금 보석금 위임 통지 양식을 
제출하면 현금 보석금 환불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현금 보석금 환불을 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이 처리되면 현금 보석금 환불 수표가 
귀하가 지정한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됩니다.
현금 보석금 관련 양식은 www. nyc. gov/ financ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재무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소송건에 대한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제공된 전화번호로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사건 상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 및 TR 번호를 준비한 후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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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nyc.gov/contactcashbail

전화
212-908-7619 
오전 9시~오후 4시  
월요일~금요일

방문 납부
Manhattan Business Center
66 John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38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우편
NYC Department of Finance 

Court Assets Unit 
66 John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38



뉴욕시 재무부에 환불되지 않은 
현금 보석금이 있습니다 뉴욕시 재무부에 등록 E-추적 서비스에 등록

이는 최근 보석금을 지불하신 분께 보내드리는 
브로슈어로, 현금 보석금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뉴욕시 
재무부는 귀하의 기금에 대한 법원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관합니다. 그때에는 기금이 환불됩니다. 

현금 보석금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절차 
중 귀하의 역할을 완료하셨습니다.
	 	보증인(보석금 지불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해당 
인물의 일시적인 석방을 위해 보석금을 지불합니다.

	 	이 사건은 종료 또는 “무죄 입증”으로 보석 
처리되었습니다. 귀하, 보증인은 이제 환불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6~8주 후에 법원에서 재무부로 
귀하에게 환불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2주 이내에 저희 파일에 있는 주소로 환불 수표를 
우송합니다.

환불 추적 및 신속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재무부에 등록
2.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의 무료 e-추적 서비스에 
등록

환불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십시오.

www. nyc. gov/ contactcashbail에 가입하고 현재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면, 보석금 환불을 진행할 때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Message” 박스 아래 “Registration”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다음,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의 무료 e-추적 
서비스에 등록하여 환불 상태를 추적합니다.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의 무료 e-추적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 이메일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으며, 
법원 직원이 법원 컴퓨터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출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의 무료 e-추적 
서비스에 등록하여 환불 상태를 확인하려면, 
www.	nycourts.	gov를 방문하여 “e-Track”을 
선택하십시오.

계정을 생성하려면 “All others” 아래에서 “Create 
Account”를 선택하십시오.

e-추적에 등록하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 
및 출석 안내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