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너 프로그램 허가증 신청서 

본 양식은 반드시 인쇄해야 합니다. 타이핑하거나 정자체로 명확히 작성하십시오.  

다음으로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발송: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anner Program 
55 Water Street, 9th Floor 
New York, NY 10041 
전화: 212-839-6633 주 사무소: 212-839-6620 팩스: 212-839-4254 

이메일: nycdotbannerunit@dot.nyc.gov 
 

1. 신청자 정보 

조직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관리자 이름:     

담당자:     

이메일:     

2. 배너 허가증 정보 

허가증 종류: 신규 갱신 

자치구: Manhattan Brooklyn Bronx Queens Staten Island 

*부서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신규 캠페인은 시작하려는 날짜의 최소 4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갱신의 경우 현재 허가증 종료일의 최소 14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너의 게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배너의 용도 설명). 
 
 

요청 기간,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십시오. 

시작:  종료:   
 

배너 수:   
 

배너 위치: 아래에 작성하고, 공간이 더 필요한 경우 목록 또는 지도를 별지로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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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할 면허가 있는 담당자 이름: 
 
 

창작/그래픽 첨부: 예 아니요  

현재 보험 증명서 첨부: 예 아니요 



3. 허가 규정 

• 모든 배너의 허가증에는 뉴욕시 규칙 타이틀 34, 섹션 2-14(b)이 적용됩니다. 

• 배너를 전기 교통 제어 기기를 포함한 모든 교통 신호등의 기둥에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배너를 다른 가로등 기둥에 부착된 표지판 또는 신호의 시야를 방해하도록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가로등 기둥 드릴링 또는 브래킷 지지대 용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장착 하드웨어는 부식 방지 소재여야 합니다. 브래킷 암은 섬유 유리 재질이어야 합니다. 

• 배너를 기념건축물보존위원회(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가 랜드마크로 지정한 가로등 기둥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배너를 특별 보호 장치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장식용 가로등 기둥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 배너를 DOT 교량, 터널 및 교량 구조물에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배너는 너비 3피트, 길이 8피트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직 방향이어야 합니다. 거리를 가로질러 걸리는 배너를 포함해 

수평 배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6개의 틈이 있어야 합니다. 

• 배너가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위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너의 가장 낮은 지점이 차도에서 최소 18피트 위에 있어야 

합니다. 

• 이중 배너(같은 기둥에 배너를 2개 설치하는 경우)는 총 면적이 24스퀘어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의 배너가 기둥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둥에 배너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 배너에는 광고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벤트 스폰서의 상표명 또는 로고가 배너에 배치될 수 있지만, 그 크기가 전체 배너의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기업 스폰서의 상표명 또는 로고는 배너 하단에 위치해야 합니다. 주류 관련 또는 담배 관련 

스폰서는 배너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배너와 기둥을 검사하고 찢어지거나 외관이 손상되거나 끈 등 일반적으로 파손된 상태의 배너를 교체 

및/또는 해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너의 설치, 유지보수 및 해체와 장착 장비에 드는 비용은 뉴욕시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발생당 단일 통합 한도 최소 $1,000,000의 보장을 제공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유지해야 하며, 

배너가 가로등 기둥에 부착 및 제거되는 동안 적어도 ISO Form CG 2026(11/85 ed.)에 명시된 수준의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추가 보험을 시 당국 및 그 책임자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된 배너의 그래픽은 정확히 제작 예정인 상태와 같게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허가증에 따라 제작 및 설치되는 모든 배너는 DOT 승인 배너여야 하며 이러한 디자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 상기 내용 중 어떠한 사항이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배너의 즉시 제거를 포함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벌금 및 허가증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자는 보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증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배너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아래에 서명하고 뉴욕시 교통국 배너 프로그램(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anner Program)에 

제출하면 상기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자 승인 서명 날짜 

 
4. For DOT Authorized Personnel Use Only 

Permit Application Approved  
Permit Application Denied 



 
DOT는 상기 언급된 신청자가    개의 배너를 상기 위치에      부터 

종료일인        까지 설치할 것을 허가합니다. 

 
 
DOT 승인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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