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심판 및 기타 OATH 운영은 전화, 화상 회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진행되며 OATH는 사전 승인된 

경우에만 직접 출석을 허용합니다. 

 
소환장 또는 티켓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심리: 

심리는 여전히 심리 날짜에 진행되지만, 전화 심리 일정을 잡으려면 OATH에 연락해야 합니다. 전화로 심리를 
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nyc.gov/oathphone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정된 심리 최소 3일 전에 
요청하십시오. 

또는 심리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장소에 이메일을 보내 전화로 심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심리 날짜 
전에 OATH에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브롱크스: RemoteBronx@oath.nyc.gov  스태튼아일랜드: RemoteSI@oath.nyc.gov  
브루클린: RemoteBKLYN@oath.nyc.gov  맨해튼: RemoteManhattan@oath.nyc.gov   
퀸즈: RemoteLIC@oath.nyc.gov 

 
청문회 직접 출석은 예정된 청문회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이메일 
(livehearings@oath.nyc.gov)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소환장이 자격을 갖춘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gov/oath를 방문하십시오. 

 

케이스 일정 조정: 

각 소환장은 한 번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리 일정을 변경하려면 예정된 심리 날짜 전에 
nyc.gov/oath/reschedule에 있는 온라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자로 OATHreminder를 (917) 451-8829번으로 보내, 케이스에 대한 문자 메시지 알림을 받으십시오. 
 
결제 및 기타 사항: 

결제는 OATH 웹사이트 nyc.gov/oath를 통해 또는 66 John St., 10th Floor, Manhattan 또는 31-00 47th Ave., 3rd 
Floor, Long Island City에 있는 OATH 사무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또는 일정에 대한 질문은 
clerksoffice@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1-844-OATH-NYC(1-844-628-4692)로 전화하십시오. 

 

OATH 지원 센터: 

스스로 변호하는 경우, 자신의 권리와 심리 절차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원하시면 OATH 지원 센터에 (212) 436-
0845로 전화하시거나 Manhelpcenter@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소규모 비즈니스 전용 지원: Smallbizhelp@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재향 군인 전용 지원: veteranshelp@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노인 전용 지원: seniorshelp@oath.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주민분쟁 조정센터(Mediating Establishment and Neighborhood Disputes, MEND NY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nyc.gov/mendnyc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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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으로 소환장을 받는 
경우 알아야 할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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