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현장 예약 시험
시험 절차 (2018 년 1 월 ~ 3 월)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험을 치르기에 가장 편한 위치, 날짜 및
시간은 아래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좌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정됩니다. 지각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
1. 정부에서 발급한 서명 신분증 양식(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 함). 신분증은 (만료되지 않은) 최신
상태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주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예: 비운전자 신분증)
• 군인 신분증
• 미국 여권
• 미국 INS 에서 발급한 신분증
• 미국 시민권 증명서
• 외국 여권
• IDNYC (NYC 거주자 신분증 카드)
• 브라질, 멕시코 또는 에콰도르 영사 신분증
2. 응시 수수료는 $15 입니다.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하거나 MasterCard 또는 Visa 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송된 수표에 대해서는 $20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시험장 규정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및 기타 전자 기기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사전, 책, 기타 참고 자료, 큰 가방 및 서류 가방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시험장에서는 식사, 음주 또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음식이나 음료수를 가지고 올 경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문객 및 어린이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트, 책 또는 기타 보조 도구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응시자, 도움을 주고받은 응시자, 시험장에서
시험지나 노트를 반출한 응시자, 소란을 피우거나 실례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규정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됩니다. 징계에 대한 모든 결정은 국무부 시험 감독관이 내립니다.

점수 보고
모든 시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보고되며, 구체적인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귀하의 시험 결과가 나오는 즉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할 경우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신청서 양식과 라이선스 수수료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 지침에 나와 있는 신청 세부 사항을 작성하십시오.

필기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필기시험은 선택한 다른 날짜와 시간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결과는 2 년간만 유효합니다.

시험 내용
시험 주제: "공증인 라이선스 법률(Notary Public License Law)" 소책자 면허 서비스국(Division of
Licensing Services)에 이용 가능에 요약된 공증인의 의무와 기능에 관한 라이선스 법률, 일반 용어 및
정보.
응시자는 1 시간 안에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배정된 시간은 시험 안내가 마무리되면 시작됩니다.

현장 예약 시험 일정
2018 년 1 월 ~ 3 월
공증인
시험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상 상황 또는 기타 비상 상황에 따라 시험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상 상황이 위태로울 경우, 웹 사이트 확인으로 아니면 518-474-4429 번으로 전화해 시험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시험 센터에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도움 또는 시험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서비스국 사무실 또는 Albany 전화 응대 센터
(518-474-4429)로 문의하십시오. TDD 사용자는 뉴욕 주 중계 교환원에게 1-800-662-1220 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접근성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518-474-4429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지정된 시작 시간 이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EVERY WEDNESDAY at 9:30 a.m. & 11:00 a.m.

FRANKLIN SQUARE
(VFW Hall)
68 Lincoln Road, Basement
Franklin Square, NY 11010
N6 Bus Route on Hempstead Turnpike

From the East: take the Southern State Parkway to Exit 16N, Franklin Ave.
From NYC/West: take the Cross Island Parkway SOUTH to the Southern State Parkway EAST. Take exit 15,
Franklin Ave., turn left at the 2nd light onto Franklin Ave.

On Franklin Ave.: turn RIGHT onto Hempstead Turnpike and go 5 blocks. Turn LEFT onto Lincoln Rd. (7-Eleven on
corner). The VFW Hall and parking lot are on the RIGHT.

HAUPPAUGE
(Perry Duryea State Office Building)
250 Veterans Memorial Highway
Basement Conference Room
Hauppauge, NY 11788
Note: Building sits back off highway. Look for the green sign near the road.

NEW YORK CITY
123 William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38

EVERY TUESDAY at 9:00 a.m. & 10:30 a.m.

ALBANY*
(Alfred E. Smith State Office Building)
80 South Swan Street
Albany, New York 12239
*Located at the corner of Washington Avenue and South Swan Street

BUFFALO
(State Office Building)
65 Court Street
Main Floor Hearing Room, Part 5
Buffalo, NY 14202

ROCHESTER
(Finger Lakes DDSO)
620 Westfall Road
Rochester, NY 14620
Take NYS Thruway to Exit 46, take 390 North to exit 16, turn RIGHT on East Henrietta Road, turn right at 2nd traffic
light onto Westfall Road, Finger Lakes DDSO is on LEFT. Park in lot on right. DO NOT ENTER THROUGH MAIN
LOBBY. Look for Sign, "New York State Testing."

SYRACUSE
(American Postal Workers Union Hall)
407 E. Taft Road
North Syracuse, NY 13212
Note: Park in the rear of building, enter through back door

On the following TUESDAYS at 9:00 a.m. & 10:30 a.m.

January

February

March

23, 30

13, 27

13, 27

BINGHAMTON
(State Office Building)
44 Hawley Street, 15th Floor
Binghamton, NY 13901

UTICA
(State Office Building)
207 Genesee Street 1st Floor, Room 107
Utica, NY 13501
On the following TUESDAYS at 1:30 p.m.

January

February

March

9

NO EXAM

6

PLATTSBURGH

(PARC Dining Hall - Part of Clinton Community College)
14 Dormitory Drive, Conference Room 1
Plattsburgh, NY 12903

From North:
Take Route 9 south through Plattsburgh (city). At roundabout, turn right (first exit) onto New York Road. Turn left
after 1.3 miles onto Idaho Ave. Take first left onto Dormitory Drive.

From South:
Take Route 9 north through Plattsburgh (town). At roundabout, take third exit onto New York Road. Turn left after
1.3 miles onto Idaho Ave. Take first left onto Dormitory Drive.

From I-87:
Take exit 36 to Route 22 heading north, toward Plattsburgh. Follow Route 22 for 2-3 miles. Take right onto Arizona
Ave, after passing Plattsburgh International Airport. After .6 miles, take second left onto New York Road. Take first
right onto Idaho Ave. Take first left onto Dormitory Drive.

On the following WEDNESDAYS at 9:30 a.m. & 11:00 a.m.

January

February

March

10, 24

7, 21

7, 21

POMONA

(Rockland County Fire Training Center)
35 Firemen's Memorial Drive
Pomona, NY 10970
On the following TUESDAYS at 9:00 a.m. & 10:30 a.m.

January

February

March

23, 30

13, 27

13, 20, 27

NEW PALTZ

(Hampton Inn by Hilton)
4 South Putt Corners Road
New Paltz, NY 12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