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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차 부칙
2018 유예 일자

새해 첫날*

1월 1일, 월

정보

Martin Luther King, Jr.’s Birthday

1월 15일, 월

Lincoln’s Birthday

2월 12일, 월

Ash Wednesday

2월 14일, 수

도로변 주차 부칙은 폭설, 악천후 또는 기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수시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 웹사이트
nyc.gov/dot을 참조하거나 311번으로 연락해 확인하십시오.

Asian Lunar New Year

2월 16일, 금

Washington’s Birthday (Pres. Day)

2월 19일, 월

Purim

3월 1일, 목

Holy Thursday

3월 29일, 목

Good Friday

3월 30일, 금

Passover(제1일/제2일)

3월 31일~4월 1일, 토~일

Holy Thursday(그리스 정교)

4월 5일, 목

Good Friday(그리스 정교)

4월 6일, 금

Passover(제7일/제8일)

4월 6~7일, 금~토

Solemnity of the Ascension

5월 10일, 목

Shavuot(2일)

TTY 청각 장애인 전용 (212) 504-4115.

알고 계셨나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다음 주차 표지판들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NO
NO
PARKING
STOPPING STANDING NO
(주차
금지)
(정차 금지) (대기 금지)
승객을 내리거나 태우기
위해 정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

예

5월 20~21일, 일~월

차도 가장자리에서 짐이나
물품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현충일*

5월 28일, 월

대기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Idul-Fitr (Eid Al-Fitr)

6월 15~17일, 금~일

독립 기념일*

7월 4일, 수

Feast of the Assumption

8월 15일, 수

Idul-Adha (Eid Al-Adha)

8월 21~23일, 화~목

노동절*

9월 3일, 월

Rosh Hashanah

9월 10~11일, 월~화

Yom Kippur

9월 19일, 수

Succoth(2일)

9월 24~25일, 월~화

Shemini Atzereth

10월 1일, 월

Simchas Torah

10월 2일, 화

Columbus Day

10월 8일, 월

All Saints Day

11월 1일, 목

Diwali

11월 6일, 화

Election Day

11월 6일, 화

Veterans Day(대체준수일)

11월 12일, 월

추수감사절*

11월 22일, 목

Immaculate Conception

12월 8일, 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화

뉴욕주의 1959년 차량 교통법에 의거 뉴욕시 전역이 견인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주차 또는 운행되거나
등록 또는 검사 스티커가 없거나 만료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차, 대기 및 주차 규칙이 주 7일 발효 중인 (예: “No Standing
Anytime”[항상대기금지]) 지역을 제외하고 주요 법정
공휴일에는 정차, 대기 및 주차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주요 법정
공휴일에는 주차 미터기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의 이중 주차는 장소, 목적 또는 지속 시간에 관계없이
거리 청소일을 포함하여 항상 불법입니다.
소방전의 어느 쪽에서든 15피트 이내 주차는 불법입니다.
소방전 자리의 도색된 연석은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지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도 사람이 없는 차량과 똑같이
안전 위험과 혼잡을 야기합니다. 책임감 있게 합법적으로
주차하십시오.

*주요 법정 공휴일

본 자료의 번역본은 31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nyc.gov/dot 또는 nyc.gov/dot/asprul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