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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계획서에 대한 재산 공개 보고서 
dmv.ny.gov 

  
납부 계획서 금액의 법원 판단을 위해 재산 공개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지침 

아래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완료해 주십시오. 작성된 양식을 교통 위반 티켓에 나열된 법원으로 가져오거나 우편 또는 이
메일 발송하여 주십시오. 다음의 Court Locator로 법원의 우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mv.ny.gov/table/Traffic-Courts-in-New-York-State. 
 

섹션 1: 개인 정보 

이름(성, 이름, 미들 이니셜) 

뉴욕주 운전면허 ID 번호 

 

생년월일(월/일/연) 

 / / 

현재 우편 주소 

거리 아파트 호수  

도시 주 우편 번호  

이메일 주소 주간 연락 전화번호 

 

섹션 2: 재산 공개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 

본인은 다음을 희망합니다. 

☐월별 납부 계획서 요청 

☐월별 납부 계획서 금액 조정 

 

섹션 3: 티켓 

해당 법원에서 제기한 모든 티켓 번호를 나열해 주십시오. 

 
티켓 번호 티켓 번호 

  

  

  

  

 

섹션 4: 재산 공개 

파트 1 - 월 총소득  (소득세 세후 실소득을 입력하십시오. 급여, 팁, 배당금, 임대 소득, 공공 지원 등 모든 출처의 소득을 포함하십히오.) 

월 총소득 금액 

$ 

  

https://dmv.ny.gov/
https://dmv.ny.gov/table/Traffic-Courts-in-New-York-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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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재산 공개 (계속) 

파트 2-월지출  (임금 차압, 양육비, 배우자 생계비, 기타 법원 명령 지급금 등을 포함한 모든 월 지출을 나열하십시오. 각 지출의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허용된 지

출은 법원 승인에 따른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지출 지출 금액 

 $ 

 $ 

 $ 

 $ 

 $ 

 $ 

 $ 

 $ 

 $ 

 $ 

 
파트 3 - 월 총지출  (파트 2에서 나열한 월 지출을 추가한 총 월 지출을 입력하십시오.) 

월 총소득 금액 

$ 

 
 

섹션 5: 신청자 서명 

본인 이름을 서명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서명 X  날짜              /              / 
 
 

FOR COURT USE ONLY 
DO NOT WRITE BELOW THIS LINE 

 

Total Monthly Income Amount Total Court-Approved Expenses 2% of Adjusted Net  Monthly Income 

($                                     —          $                           )     ×  .02    =  $ 
 

☐  The court hereby sets the following monthly installment payment plan amount: 

☐  $25 per month 

☐  Up to 2% of the applicant’s adjusted net monthly income in the amount of: $    

 
SO ORDERED: 

Date                  /                  / X   

   (Judge or Hearing Officer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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