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용으로 도로 조명 설치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조건
1.

수정된 도면을 Builders Pavement Section of DOT, 55 Water Street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하는
도면에는 Division of Street Lighting이 승인한 모든 거리 조명 설치물의 위치 이동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도로조명과의 지시를 따라 해당하는 모든 도로 조명 설치물의 위치 이동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며,
귀하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뉴욕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첨부한 예비 도면에 표시한 대로 전력 공급 서비스 변경에 대해 Consolidated Edison Company와 비용 관련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본 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전력공급업체의 에너지 서비스 부서에 귀하의 도로
허가증 사본을 비롯하여 DOT 사본, 도로조명과의 사전 허가서와 도면을 보내십시오. Con Edison 고객 서비스부
전화번호 1-800-75-CONED

(1-800-752-6633)번으로 연락하시거나 Con Edison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작업은 면허를 취득한 뉴욕시 전기공사 도급업체가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시가 공인한 전기공사
도급업체 목록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Hellman Electric
Verde Electric
Windsor Electrical
5.

(718) 931-9900
(917) 621-6176
(718) 850-6523

Welsbach Electric
EJ Electric
Metro Electrical

(718) 670-7900
(718) 764-3397
(718) 439-7476

신규 거리 조명 설치물이 점등되기까지 임시 조명 설치물은 기존 위치 또는 근처에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설치물이 접근 가능하고 표준 뉴욕시 장비인 경우에 전등 유지 보수는 도로조명과 유지보수
도급업체의 책임입니다.

6.

본 신청서의 하단에 귀 조직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임원이 서명하는 것과 도로조명과(주소: 34-02 Queens
Boulevard, Long Island City, New York 11101)에

을/를 수신인으로 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앞서 말한 내용에 동의함을 나타냅니다.
7.

작성 및 서명한 본 서류를 비롯하여 전기공사 도급업체와 Con Edison 간에 비용 관련 협의가 만족스럽게
이뤄졌음을 알려주는 서면 통지서(영수증 등)를 수령한 즉시, 도로조명과는 도로 조명 설치물 위치 이동을
허가하는 필수 지시서를 해당 도급업체와 Edison 측에 발급할 것입니다. 첨부한 “사전” 도면은 새로운 기둥
위치만을 표시하는 것이며 작업 개시 지시는 아닙니다. 시공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전기안전검사과 전화번호
(212) 839-3322번으로 연락하여 해당 작업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8.

DOT 검사관이 검사를 완료한 후, 규정준수승인서에 서명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본 문서의 복사본을 건축업체 포장도로 부서장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점유
승인서 발급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치물을 이동한 기둥의 위치:
조직 이름:
우편 주소:

서명
(임원 또는 조직)

직책

전기공사 도급업체 이름 및 면허 번호:
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ivision of Street Lighting
34-02 Queens Blvd, Long Island City, NY 11101
T: 212-83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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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