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국 캐노피 승인 신청서
자치구(보로):

블록 번호:

로트 번호:

날짜:

다음 주소에 위치한 건물 또는 부지 입구의 보도 위 캐노피 설치 및 유지 승인 신청을 합니다.

(캐노피가 설치될 건물의 주소)

캐노피 규격:

길이:

높이:

너비:

지면까지의 간격:

캐노피 유형:
호텔

□

주택

□

식당

□

기타

□

길가 카페

□
(자세히 기재)

기타:

캐노피 승인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공공도로 점검 및 품질 보증(Highway Inspection and Quality
Assurance, HIQA)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건물 소유주가 캐노피 설치 및 유지에 동의하는 공증된 동의서.
2. 기본적인 건축 상세를 설명하는 진술서. 진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캐노피 덮개의 유형, 색상과 형태
묘사, 모든 지지대의 유형, 직경 및 치수, 프레임의 형태 묘사, 대풍 브레이싱 조립 및 도보와 건물 연결
방식, 캐노피 덮개에 적을 예정인 글자의 정확한 단어 및 규격, 설치를 원하는 장소의 5x7인치 사진 3장.
3. 캐노피 설계 및 구조가 건축 표준 상세 H1029항을 준수하였다는 진술서. 캐노피의 지붕은 완전히
덮여야 합니다.
4. 캐노피를 묘사한 스케치. 캐노피 양쪽으로 15피트 내 공간, 장소 및 모든 거리 설비 및 시설물.
5. 덮개가 내화성 재질임을 증명하는 제조업체의 증명서. 제조업체에서 증명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설치업체의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6. 해당되는 경우, 즉 지정 랜드마크, 역사적인 구역 또는 기념 건축물 보존 위원회(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LPC)의 역사적 지정물 표시가 되어 있는 건물에 캐노피 설치를 원한다면 LPC의 동의서.
7.

만약 본 신청서 내용이 보도 카페와 연결되어 제작되는 것이라면, 신청자는 반드시 NYC
소비자국(Department of Consumers Affairs)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여될 허가서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교통국의 모든 법률 및 규칙과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및 확인:
정자체: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신청자 정자체)

Approved by:

(신청자 서명)

(HIQA Borough Coordinator Signature)

Date:

HIQA 캐노피 허가를 받은 뒤, 다음 서류를 반드시 허가 관리 사무소(Office of Permit Manage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신청서:
a. 설치 허가 – 신규 캐노피에 대해 계약자에게 발급,
b. 유지 허가 – 신규 및 기존 캐노피에 대해 건물 소유주에게 발급.
2. 허가 보증서. 고속도로 규칙 및 규정(Highway Rules and Regulations) §2-02 (4)항을 참조하십시오 –

설치 허가에만 필요.

3. 중개인이 발행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및 인증서
중요: 허가 사무소에서는 주요 회사의 신용카드, 우편환, 회사 수표 및 보증 수표를 받습니다. 개인 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ighway Inspection and Quality Assurance (HIQA)
55 Water Street - 7th Floor
New York, NY 10041
www.nyc.gov/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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