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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COVID-19 비상 사태 선포로 인해 NYC DOT Office of Permit Management & 
Office of Construction Control & Mitigation은 2020년 3월 18일 수요일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중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다음 의무 절차를 적용합니다. 
보험, 계좌 정보 변경 및 신규 허가신청자 등록 
방문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를 이메일(constructionpermits@dot.nyc.gov)로 
보내주시고, 서명/밀봉/공증된 원본 서류는 우편을 통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NYC DOT – Permit Management  
55 Water Street, Concourse  
New York, NY 10041 
Attn: Insurance Department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CGL) 변경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CGL 
보험증서를 constructionpermits@dot.nyc.gov로 보내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허가 신청 - 등록된 허가 신청자 
등록된 허가 신청자는 반드시 NYCStreets Permit Management System(www.nycstreets.net)을 
통해 허가를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간편 절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는 허가 
신청는 NYCStreets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에 자신의 이름, 회사명, 허가 신청자 ID 
번호를 적어 constructionpermits@dot.nyc.gov로 보내어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계약 허가는 NYCStreets Permit Management System(www.nycstreets.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착수지시서(Notice to Proceed), 계약 체결 통지서(Award Letters) 
및 정부 계약 공사 관련 모든 질문은 이메일(governmentpermits@dot.nyc.gov)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완전 통제(Full Roadway Closure) 신청 
도로 완전 통제 절차는 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full-rdway-closure-
procedure.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 완전 통제 
양식(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dot_full_roadway_closure_procedures.pdf)을 
작성해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이메일(FullRoadwayClosure@dot.nyc.gov)로 보내주십시오. 
양식을 스캔한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빌딩 대규모 개조 신청(New Buildings Major Alterations Requests) 
신규 빌딩 대규모 개조 신청 절차는 
http://www.nyc.gov/html/dot/streetworks/downloads/pdf/new-building-major-alteration-
procedures.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이메일(NewBldgMajorAlter@dot.nyc.gov)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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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실/SCARA/매립지 신청 
고객 금고실 신청 절차는  
http://www.nyc.gov/html/dot/downloads/pdf/dot_engineering_package_vault_application.pdf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 SCARA 양식, 엔지니어링 도면, 증빙 문서를 계획 검증 
부서(Plan Examination Unit, PEU)에 이메일(vaults@dot.nyc.gov)로 보내주십시오. PEU에서 
접수된 계획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허가 신청자/개발자와 전화 회의/WebEx 일정을 조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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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수리 및 캐노피 갱신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민간 주택/토지 소유자는 보도 수리 신청서나 
허가 기록 신청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constructionpermits@dot.nyc.gov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reetworksmanual.nyc/chapter-three/application-
procedures-sidewalk-construction-permi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처리한 후, 비용 없이 허가증을 토지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DOT 허가증 처리 

사무소(Permit Offices)는 문을 열지 않으니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constructionpermits@dot.nyc.gov) 또는 전화((212) 839-9561/9566)를 
통해 주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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