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C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합의 

 

청문회 전에 합의 옵션 알아보기 

청문회 대신에 DCA와 합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경우, DCA에 연락하여 잠재적 합의 옵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환 번호(소환장의 상단 오른쪽에 있음)와 귀하의 사업체 명칭을 

포함한 이메일이나 문자를 LegalSettlements@dca.nyc.gov에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의 청문회 날짜로부터 1 ~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청문회 당일에는 DCA와의 합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유념하세요.  

 일단 청문회가 시작되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와 합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귀하에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청문회에 가지 않고, 아무런 질문 없이 청문회를 1회 

재조정할 수 있음).  

 

이메일 또는 문자로만 -- DCA 사무실을 방문하지 말 것  

합의가 가능한지 묻기 위해 DCA 본부를 방문하지 마십시오. 단, 장애나 언어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노상 

카페 소유자는 예외로 합니다. 귀하가 DCA에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면, DCA는 귀하에 대한 소환장을 

검토하고 합의 자격 여부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합니다. 합의 자격이 되는 경우, DCA는 서류로 된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를 이메일/문자로 귀하에게 보냅니다.  

합의 동의 

합의는 위반사항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향후 위반사항에 대해 소환되면, 그것은 두 번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벌칙 증가).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는 예정된 청문회 날짜로부터 적어도 1일 

전에(영업일 기준) 합의금/벌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늦은 합의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지불 

합의 제안에는 지불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소로 수표 또는 우편환(Money Order)을 우편 발송: “DCA, Attn: Collections, 42 Broadway, 5th Floor, 

New York, NY 10004.”  

o 수표나 우편환에 귀하의 소환 번호를 적으세요(소환장의 상단 오른쪽에 있음). 

 온라인에서 직불 카드, 신용 카드 또는 전자 수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불에는 처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지불 절차: 

o nyc.gov/mylicense를 방문해서 계정을 등록합니다. 

o 스크롤해서 파란색 Businesses - DCA 상자로 이동한 후 “Access My Account”를 선택합니다. 

o “Search by Record Information” 섹션에서 “Record ID Number”를 입력하고 설명에 따라 벌칙금을 

지불합니다. 

 “Record ID Number”는 합의 제안에 기재되어 있으며 “[케이스 번호]-[연도]-[ADJC]"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19년이고 케이스 번호가 123인 경우의 Record ID number: 123-2019-ADJC. 

 직접 지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DCA의 징수과(Collections Division, 주소: 

42 Broadway, 5th Floor, New York, NY 10004)에서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징수과는 수요일에 오전 

8:30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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