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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복 허가 및 보호 도로의 도로 개복 허가
이 허가 범주는 도로 개복, 굴착 또는 도로 표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도로 작업을 제한 없이 포
함하여 DOT 허가국이 도로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됩니다. 보호 도로 전
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www.nyc.gov/html/dot/html/infrastructure/protectedst.shtml을 방
문하십시오.
도로 개복 허가는 일반적으로 공익 사업 회사 및 계약업체(예: 허가 받은 배관 전문 업체)를 포함하여 지
하 공공 기반 시설에 접근해야 하는 사업체가 발부받습니다. 등록된 허가 업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려면 http://streetworksmanual.nyc/chapter-three/permitee-registration-process를 방문하십
시오.
건축 작업/건설 활동 허가
이 허가 범주는 도로 내에서 수행되고 일반적으로 도로에 인접한 건설 작업과 연관이 있는 건설 관련 활
동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범주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뉴욕시 건설부(DOB)가 발행하는 유효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일부 건설 관련 활동에는 도로 또는 보도에 자재, 장비 및 임시 구
조물 배치(예: 건축 자재, 크레인, 붐 트럭, 가건물 또는 트레일러, 건설 컨테이너, 보안 구조물, 공구 카

트 또는 건설 주차 규제 표지판) 또는 도로 및 보도를 횡단하는 건설 장비의 이동이 포함됩니다. 이 범주
에는 도로 위쪽에 걸린 설치물(예: 현수막 및 장식 조명)과 도로 위의 영구 설치물(예: 자전거 고정대)도
속합니다. 건축 작업/건설 활동 허가는 일반적으로 개발업체 및 계약업체를 포함하여 건설 활동을 수행
하는 사업체가 발부받습니다.
보도 건설 허가
이 허가 범주는 보도 수리, 보도 교체 또는 새로운 보도 설치에 적용됩니다. 보도 건설 허가는 일반적으
로 개발업체, 계약업체 및 개인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보도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체가 발부
받습니다(보도 수리 및 작업 자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캐노피 승인 및 허가
이 허가 범주는 보도 위에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 및 허가에 적용됩니다. 캐노피를 지탱하
는 기둥을 설치하려면 일회성 도로 개복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캐노피 허가는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
기업 소유자 및 캐노피 설치업체가 발부받습니다.
상업용 쓰레기 컨테이너 허가
상업용 쓰레기 컨테이너 허가는 주택 청소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같은 용도로 일반 도로에 컨테이너
를 임시로 배치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는 이러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건설 활동에 별도의 DOB 허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2) DOT 건설 활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물 지하 및 변압기 맨홀 허가 및 승인
건물 지하는 대지 경계선 외부로 돌출해 있고 위를 덮어 놓은 도로 표면 아래의 개구부입니다. 이러한 도
로 표면 아래의 개구부는 예를 들어 창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네 가지 예외가 있
습니다. 개구부가 (1) 계단을 통해 건물의 지하 저장고 또는 지하실에 접근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2) 주로 조명과 통풍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3) 공익 사업 회사가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경우(변압실
포함) 또는 (4) 지하철, 철도 및 관련 구조물의 일부인 경우.
변압실은 전기 변압기 및 부속(즉, 부수 또는 관련) 장비를 넣어 두는 지하 구조물 또는 공간입니다. 변압
실은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 회사가 설치, 소유 및 유지 관리합니다. 시는 전력 공급 회사에게 변압실용으
로 시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해당 회사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
또는 변압실을 건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수리하려면 NYC DOT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하 작
업에는 DOB의 계획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기념건축물보존위원회(지하가 역사 지
구 안에 있는 경우) 또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지하가 지하철 또는 터널 입구와 가까운 경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건물 지하를 건설하거나 기존 건물 지하를 확장하려면 NYC DOT 독점 사업
권, 영업권 및 취소 가능 동의 관리국의 지하 허가가 필요합니다.
DOT 허가 요건은 다음 사이트에 있는 DOT 고속도로 규정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nyc.gov/html/dot/downloads/pdf/hwyrules.pdf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treetworksmanual.ny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