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onx  
260 East 161st Street, 6th Floor 

The Bronx, NY 10451 
Monday  – Friday

 8:00am  – 5:00pm

Brooklyn   
9 Bond Street, 6th & 7th Floor  

Brooklyn, NY 11201
Monday – Friday 
8:00am  – 5:00pm

Manhattan   
66 John Street, 10th & 11th Floor 

New York, NY 10038
Monday  – Friday

 8:00am  – 5:00pm

Staten Island  
350 Marks Place, Main Floor

Staten Island, NY 10301 
Monday  – Friday

 8:00am  – 5:00pm

Queens 
 

31-00 47th Avenue, 3r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Monday – Friday
 8:00am  – 5: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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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i Kletter
Commissioner & Chief Administrative Law Judge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nyc.gov/oath

OATH Hearings Division은 뉴욕 시 행정 집행 
기관에서 발급하는 소환장과 관련된 사건을 공청회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행정 법원입니다. OATH는 소환장 발급 
기관과 별개입니다.

지원 센터

OATH Hearings Division 사무소마다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지원 센터는 대변인이 없는 피고인이 공청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이 대변인이 없는 피고인을 돕습니다.

•	 피고인의 기소 내용 이해를 돕습니다.
•	 피고인의 법적 권리 파악을 돕습니다.
•	 OATH	절차를 안내합니다.
•	 공청회에서 자기변호 방법,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 

또는 공청회 날짜를 놓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피고인이 본인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모색을 
위한 법적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공청회 날짜 이전, 
당일 혹은 이후에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HelpCenter@oath.nyc.gov 에 이메일을 보내 
지원 센터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공 청 회  부 서 
( H e a r i n g s  D i v i s i o n )

뉴욕 시의 독립적이며 공정한 행정 법원

공청회 불참 시

공청회 날짜 당일 또는 이전에 소환장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기소 내용의 위법 행위를 인정한다는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게 될 것이며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으로 결정되면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	 벌금 납부 및 추가로 부과되는 처벌에 응함. 

.............................. 또는 .............................. 

•	 신규 공청회 요청.

신규 공청회 요청은 반드시 
nyc.gov/oath/missedhearings 또는 모든 OATH 
Hearings Division 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는 OATH의 
불참 후 신규 공청회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 접수에 관한 정보는 양식 및 OATH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으로 결정된 소환 건당 1회의 신규 
공청회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공청회 요청은 불참한 
공청회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OATH Hearings 
Division에 도착해야 하며, OATH는 공청회 불참 
사유와 같은 설명 없이 요청을 자동으로 접수합니다.

http://nyc.gov/oath
mailto:HelpCenter%40oath.nyc.gov?subject=
http://nyc.gov/oath/missedhearings


귀하의 공청회

소환장을 받으면 OATH 공청회에 참석하여 기소 내용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는 귀하의 입장에서 사건을 
변호할 기회입니다. 

증인, 법적 또는 공식 기록, 사진 또는 기타 문서 등 
귀하의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청문하는	Hearing	Officer는 
공청회 중 제시되는 증거 또는 증인 진술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OATH 공청회는 격식을 덜 갖춘 회의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대변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OATH는 모든 대면 및 원격 공청회에 동시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재조정  

공청회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공청 날짜 
이전에 1-844-628-4692번으로 전화, 
nyc.gov/oath/reschedule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Hearings Division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각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예약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의 
 
공청회 참석을 원하지 않으며, 소환장에 우송용 벌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소환장에 대한 벌금을 우편, 
온라인 또는 Hearings Division 사무소 방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기관이 합의를 
제안한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합의를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 공청회

공청회 이전 또는 당일에 온라인, 우편, 전화 또는 
웹캠으로 반박이 가능한 소환 유형이 일부 있습니다. 
소환장에 “반드시 출석”이라고 적혀있는 경우 공청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공청회 결정에 이의 제기

공청회 이후 OATH Hearings Division이 결정을 
알리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원하는 경우 nyc.gov/oath/appeal 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Hearings Division 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는 OATH 항소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항소에 관한 정보는 양식 및 OATH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OATH 
Hearings Division에 도착해야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OATH 절차에 대한 질의응답, 우려 
사항 대응, 불만 사항 제기, OATH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 시행을 통해 OATH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원 센터를 방문하거나 
Ombudsperson@oath.nyc.gov 에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는 
nyc.gov/oath/hearingonline 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여 
소환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를 
원하는 경우 공청회 이전 또는 당일에 양식을 
Hearings Division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공청회로는 Hearing Officer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소환장의 기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공청회 
전에 OATH Remote Hearings Unit에 
(212) 436-0777번으로 전화하여 전화 
공청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웹캠) 공청회로는 영상 또는 웹캠을 
통해 Hearing Officer에게 소환장의 
기소 내용이 왜 철회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공청회 전에 
OATH Remote Hearings Unit에 
(212) 436-0777번으로 전화하여 영상 
공청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청회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편 공청회로는 OATH Hearings 
Division에 일반 우편으로 서면 변호를 
함으로써 소환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편 
공청회를 원하는 경우 아래 주소로 소환장에 
적힌 날짜 이전에 변호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다른 문서를 동봉할 
수 있습니다. 
OATH Remote Hearings Unit 
66 John Street, 10th Floor 
New York, NY 10038

http://nyc.gov/oath/reschedule
http://nyc.gov/oath/appeal%E2%80%8A
mailto:Ombudsperson%40oath.nyc.gov?subject=
http://nyc.gov/oath/hearingon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