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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한 

NYC DOT 기념일/축제 장식 임시 조명/기둥 장식/조형 
 
NYC DOT 시설을 이용한 조명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신청서는 희망하는 설치 
날짜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해 NYC DOT Division of Street Lighting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 주소는 

amikhail@dot.nyc.gov 및 ftunnah@dot.nyc.gov입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DOT 서명이 있는 본 신청서를 NYC STREETS에서 허가증을 위한 첨부물로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nycstreets.net/Public/SignIn/Index 

 

허가증은 최대 60일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자에게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신청서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NYC DOT 허가증이 발부되기 전까지 도로 조명 기둥에 모든 
부착물을 포함한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 이름:                                                                                                                                               

신청자 주소:                                                                                                                                               

신청자 이메일 주소:                                                                                                                                    

신청자 전화번호:                                                                                                                                         
 

축제 조명: 예 아니요    시즌성 기념일 조명: 예 아니요 

기타/DOT 조형 설치물:  예 아니요 

*해당하는 경우 DOT Temporary Art Program 신청서, 허가서 사본, 아트웍 렌더링, 도면을 첨부하십시오 

후원하는 단체명:                                                                                                                                         

후원하는 단체의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장실 도로 작업 허가증(해당하는 경우) 번호:                                                                                              

*해당하는 경우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설치를 진행하는 전기공사 도급업체:    

도급업체의 라이선스 번호:    

건물국(Department of Buildings, DOB) 전기 허가 번호 #:    

도급업체 24시간 담당자 이름: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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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메일:                                                                                                                                                       

도급업체 기업 임원 이름:                                                                                                                             

도급업체 주소:                                                                                                                                            

프로젝트 위치: (주요 도로명 표시):                                                                                                               

교차로 1:                                                                                                                                                    

교차로 2:                                                                                                                                                    

자치구:                                           

설치와 관련된 기둥 수:                     

 

교통 신호용 기둥은 사용할 수 없음. 

목재 기둥은 사용할 수 없음. 

보행자 신호용 기둥은 사용할 수 없음. 
 

조명 설치물이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기간:    

* 접지오류회로차단기(Ground Fault Interrupter, GFCI)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조명 점등 기간:    

도로 위 설치물의 최소 높이:    피트, 보도 위로:    피트 

전기 배선 설치 사이즈:     

전력량:    

조명 설치물 장소 및 설치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예: 다른 도로의 조명 기둥, 건물 위, 나무 말뚝 등):    
 
 

 
필요 첨부물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하나의 pdf 형태로 신청서에 첨부한 뒤, 본 신청서를 NYC DOT Division of Street 

Lighting으로 이메일 amikhail@dot.nyc.gov 및 ftunnah@dot.nyc.gov로 보내주십시오. 
 

1.  조명 설치물이 설치되는 주요 도로 및 교차로, 조명 설치물이 설치되는 도로의 각 기둥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타난 도면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도면에는 전력을 끌어 오는 기둥과 조명 설치물 부착에만 
사용하는 기둥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념일 조명 허가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조명의 유형 및 설치 방식이 나타난 낱장 용지를 첨부하십시오. 
 

3.  조형 설치의 전기 부품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 및 전력 분배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고정물에 대한 낱장 

용지를 첨부하십시오. 

4.  고속도로 규정(Highway  Rules) 2-02항에 제공된 보험의 증서를 첨부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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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도급업체가 추가 전력에 대한 비용 지불을 위해 ConEd Energy Services 또는 PSEG에 신청했다는 

증명(Con Edison Case ID #)을 첨부하십시오. 도급업체에서는 전력량에 관한 정보 및 이용할 NYC DOT 

기둥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NYC DOT는 전력의 공급 및 배분 주체가 아닙니다. 

허가 신청서 조건: 

귀하의 단체/조직, 도급업체 및/또는 신청자는 고속도로 규정이 명시된 2-02항에 제공된 대로 보험을 계약하고 유지해야 

하며, 뉴욕시는 임시 조명 설치물의 설치와 유지 보수, 운영, 철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상해 또는 대물손상과 관련한 모든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NYC 소유의 설비에 대해 발생한 모든 손상을 포함한 모든 작업의 비용 및 지출 내역은 후원하는 단체/조직 
및/또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2.  모든 작업은 뉴욕시 교통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C DOT) 고속도로 규정 

(NYC DOT 웹사이트 nyc.gov/dot에서 확인 가능)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시 연말연시 조명 
설치물과 기타 임시 조명 설치물에 관한 특정 조항은 2-03항과 2-14 (e)항을 참조하십시오. 본 신청서에는 

모든 규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임시 기념일/축제 장식 및/또는 기타 임시 조명 설치물을 사거리 경계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도로 교통 
신호등 또는 표지판을 가리도록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작업은 New York City 면허를 취득한 전기공사 도급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5.  NYC DOT Street Lighting에서는 도면을 검토해야 하며 본 신청서상 신청자의 요청 사항에 관한 처리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승인된 경우 서명된 신청서는 NYC 건물국(DOB) 허가증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명된 신청서의 사본은 DOB 허가증과 함께 DOT 고속도로 규정 2-14 (e)항에 따라 해당 

단체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NYC DOT 허가증을 신청하는데 필요합니다. 
 

6.  시공하기 전, 해당 전기공사 도급업체는 조명을 설치하는 기둥의 허전압을 점검해야 합니다. 허전압이 

감지되는 경우, 전기공사 도급업체는 즉시 DOT와 Con Edison에 연락하여 이러한 점검 결과와 해당 기둥의 
위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설치 완료 시 및 허가에 따른 시설물 철거 시에 동일하게 반복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검사 결과 및 결정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7.  NYC DOT는 수행된 작업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서류 작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국에서는 해당 조명 설치물을 제거하고 후원하는 단체/조직에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이러한 절차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단체/그룹, 신청자 및/또는 전기공사 도급업체는 다음 해 
또는 돌아오는 연말연시 또는 해당 부서가 정한 기타 기간 동안 임시 조명 설치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9.  본 신청서의 하단에 귀하의 단체/조직의 공히 승인된 임원이 서명하는 것과 NYC STREETS에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앞서 말한 내용에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NYC DOT Director of Street Lighting Engineering, 날짜 
 
 

후원 조직의 공히 승인된 담당자,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