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초과 규격 차량 
허가증 신청서 

 
지침: 
• 본 신청서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 한(1) 건당 이동/허가증 1개가 허용됩니다. 한 번 이동하려면 허가증 두(2)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1)는 "도심 
방향"이며 하나(1)는 "교외 방향"입니다. 도시 내에서의 이동 수에 따라 허가증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초과 규격 허가증은 분리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 허가증 비용은 은행 보증 수표 및 우편환으로만 NYCDOT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익일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각 $3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청서 및 해당 결제 수령일로부터 48시간의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소: 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ivision of Bridges, Truck Unit, 55 Water St, 5th floor, NY, NY 10041. 자세한 정보는 전화:  
212-839-6337번, 팩스: 212-839-4045번으로 연락하십시오.  

 
회사 이름:        연방 세금 I.D.#:   

회사 주소: 

회사 전화번호:    회사 팩스 번호:    회사 이메일 주소:   

트럭 견인 차량 라이선스 번호  연식   제조사   주 트레일러 라이선스 번호  연식   제조사   주 

총 너비: 총 길이: 총 높이: 트레일러 길이: 총 중량: 화물 설명: (*모든 규격은 피트 및 인치여야 합니다.*) 
높이: 너비: 길이: 화물 총 중량: 

출발지 - 완전한 주소 또는 뉴욕시 카운티 경계: 목적지 - 완전한 주소 또는 뉴욕시 카운티 경계: 

요청 경로: 

차축 # 핸들 2 3 4 5 6 7 8 9 10 11 
차축 

중량(파운드) 
           

차축 공간(피트 
및 인치) 

          

이동 날짜 
(허가증당 편도만 운행) 

운행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축간거리(맨 앞 차축 중심에서 맨 끝 차축 중심까지의 거리) 피트/인치 

추가 차량 구성요소 시트 첨부: 
특별 지침 

 
 
 
 

 

** 신청자 서명 ** 

For Office Use Only Permit Fee: $35.00 

Permit Number Date of Issue 

Above Application Approved 

 
 

Coordinator, Permit Operations 

허가증 일지 번호: Permit Service Company: 

참고: 
• 초과 규격 허가증은 차량의 실제 무게, 규격 또는 구성요소가 허가증 신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초과하거나 차량이 
의도적으로 허가증에 명시된 경로를 상당히 벗어난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 차량 에스코트가 필요한 모든 화물은 뉴욕주의 승인된 에스코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www.nyc.gov/dot/permits 

http://www.nyc.gov/dot/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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