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oklyn                                        
9 Bond Street, 6th Floor                  

Brooklyn, NY 11201                          

 

Manhattan                                        
66 John Street, 11th Floor                     

New York, NY 10038                             

 

Queens                                     
31-00 47th Avenue                              

Long Island City, NY 11101             

 

Staten Island 
350 St. Marks Place 

Staten Island, NY 10301 

 

Bronx                                         
260 E.161st Street  

Bronx, NY 10451                            

 

재산을 몰수당하고 소환장을 받은 경우 

 

귀하의 재산이 몰수되었습니까? 
 

특정한 경우에 당국이 귀하의 재산을 제거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동식 음식 판매 카트, 트럭,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스쿠터 등이 몰수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되찾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수령한 소환장에 대해 "즉결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환장에 기재된 심리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 즉결 심리를 요청하려면 소환장에 인쇄된 OATH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참조: OATH는 현재 COVID-

19로 인해 즉결 심리를 원격으로만 진행하고 있으며 (844) 628-4692로 전화하여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OATH는 심리 일정을 조정한 후 심리 날짜와 시간을 알려 줍니다(통상적으로 요청 접수 후 72시간 이내).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공무원이 심리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심리 후에 OATH 심리 책임자가 소환장의 "기각" 또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소환장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환장을 인정하고 심리 없이 벌금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환 번호가 필요합니다. 

벌금은 온라인이나 우편(벌금 납부 주소: Finance Commissioner, City of New York, PO Box 4199, Church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261-4199)을 통해, 또는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조: 현재 상황으로 인해 OATH Manhattan 사무소에서만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령한 소환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 OATH 헬프 센터의 절차 정의 조정관(Procedural Justice Coordinators)이 기소 내용, 심리 절차, 잠재적 벌칙, 

재산을 되찾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 위반사항 시정 방법 등에 대해 직접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헬프 센터 문의 

방법은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세요.  

 

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아래의 절차를 밟으면 재산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지만, 일부 판매 물품은 시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보관 여부는 뉴욕시 법무부(Law Department)에서 결정합니다(아래 7단계 참조). 

 

내 재산이 반환 대상일 경우 어떻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https://a836-citypay.nyc.gov/citypay/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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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재산이 반환 대상인 경우, 다음 문서가 필요합니다. 

1. 귀하의 소환장을 기각하거나 "위반"으로 인정한 OATH의 판정 사본.  

2. 벌금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있는 경우).   

3. 몰수된 재산에 대한 "송장번호(Invoice Number)". (소환장을 발부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송장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소를 포함한 귀하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5. 몰수된 재산의 소유권 증빙.  귀하의 몰수된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소환장 사본. 

7. 노점상: 위에 언급된 모든 문서들의 사본을 이메일(주소: ALVendors@law.nyc.gov)로 보내면 재산 반환 

대상인지 확인한 후 해당될 경우,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 지침을 받게 됩니다. 

8. 노점상이 아닌 경우: 재산을 되찾을 준비가 됐으면 Erie Basin Auto Pound에 (718) 246-2031로 연락하여 

재산을 되찾기 위한 필요 사항을 확인하세요. 드문 경우지만 귀하의 재산이 거기에 없는 경우, OATH 헬프 

센터 또는 소환장을 발부한 관할 경찰서(소환장에 나와 있음)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세요.  

 

* 재산을 몰수한 집행 기관만이 재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전화 (212) 436-0845로 OATH 

사무소의 OATH 헬프 센터에 문의하거나, Manhelpcenter@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COVID-19로 인해 

현재 대면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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