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청문회 날짜 확인

OATH의 소환장에 대응하기

소환장에 나와있는 청문회 날짜를 확인하세요. 소환장 사본이
없는 경우, 소환장 찾기(Summons Finder)에서 검색하거나
청문회과(Hearings Division)에 (844)-628-4692로 연락하세요.

2단계

원하는 대응 방법 결정: 인정하고
지불하기, 시정 또는 합의하기, 또는
청문회에서 소환장에 소명하기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려면,
웹사이트의 서기실(Clerk’s Office)
섹션을 방문하세요.

여기에서
지불하세요

일부 위반의 경우, 청문회 전에 위반을
시정하거나 발급 기관과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Manhelpcenter@oath.nyc.gov 또는 (212) 436-0845로
문의하세요.

청문회 날짜에 대한 문자 메시지
알림에 등록하기
다시는 청문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 알림을 선택하려면
“OATHReminder” 문자를
(917) 451‑8829로 보내세요
그러면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환장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청문회 날짜를 재조정하려면, nyc.gov/oath/reschedule을
방문하세요.

메시지와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귀하의 OATH 청문회는
4월 21일 화요일 09:30에
있습니다. 더 많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환장에 대응하거나
벌금 납부 방법을 알아보려면
nyc.gov/oath를 방문하세요. 문자
수신을 중지하려면 중지(STOP)로
회신하세요.
귀하의 OATH 청문회는 내일
09:30에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
대응하거나 벌금 납부 방법을
알아보려면 nyc.gov/oath 를
방문하세요.

3단계

청문회 준비

부과금 및 발급 담당관의 메모를 비롯해
소환장 내용을 검토하세요. 증빙의
사본을 준비하고 디지털 형식(문서의
스캔 사진)으로 전환하세요. 전화 청문회
동안에 청문회 담당관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OATH 헬프 센터에
이메일(Manhelpcenter@oath.nyc.gov)을
보내거나 (212) 436-0845로 전화하여
청문회 전에 무료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 지원:
Smallbizhelp@oath.nyc.gov

•	재향군인 지원:
veteranshelp@oath.nyc.gov
•	고령자 지원:
seniorshelp@oath.nyc.gov

도움

OATH의 소환장에 대응하기
4단계

청문회 날짜 혹은 그 이전에 청문회 출두

OATH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전화상으로 또는 서면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전화 청문회의 경우, OATH로부터 청문회 날짜를 통보받은 이메일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소환장에 언급된 청문회 시간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 청문회를 원하시면, 청문회 날짜로부터 3일 이전에 전화번호와 PIN을
요청해야 합니다. www.nyc.gov/oathphone에서 온라인으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날짜에 사용할 전화번호와 PIN을 이메일로 청문회 이전에 받게
됩니다.

청문회 전날에 PIN을 받지 못한 경우, 스팸/정크 이메일 폴더를 확인하세요. 여전히 PIN을
찾지 못한 경우, 헬프 센터에 (212) 436-0845로 연락하거나 Manhelpcenter@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대면 청문회의 경우, 청문회 날짜 이전에 LiveHearings@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서 OATH
사무실에서의 대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청문회 날짜로부터 최소 5일 전에
OATH에 이메일로 대면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무실 주소와 근무 시간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서면 답변: 소환장에 언급된 위반에 따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ATH 웹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및 우편 제출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경고: 청문회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결석에 의한 위반으로 판정되어 더 많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놓친
청문회(Missed Hearings) 섹션에 필요한 양식과 새 청문회 요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과금 또는 불이행 벌금을 위반했다는 청문회 판정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는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서 귀하를 상대로 재판을 하거나, 및/또는 시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