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P 길가 주차 규칙 
2013 적용정지 달력

새해 첫날* 1월 1일, 화

마틴 루터 킹 데이 1월 21일, 월
아시아 음력 설날 2월 10일, 일
링컨 탄생일 2월 12일, 화
재의 수요일 2월 13일, 수
워싱턴 탄생일(대통령의 날) 2월 18일, 월
퓨림 축일 2월 24일, 일
유월절(제1일/제2일) 3월 26~27일, 화~수
성 목요일 3월 28일, 목
성 금요일 3월 29일, 금
유월절(제7일/제8일) 4월 1~2일, 월~화
성 목요일(그리스 정교) 5월 2일, 목
성 금요일(그리스 정교) 5월 3일, 금
승천 대축일 5월 9일, 목
오순절(2일) 5월 15~16일, 수~목
현충일* 5월 27일, 월

독립 기념일* 7월 4일, 목

이둘 피트르 8월 7~9일, 수~금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목
노동절* 9월 2일, 월

유태교의 신년제 9월 5~6일, 목~금
속죄일 9월 14일, 토
수장절(2일) 9월 19~20일, 목~금
셰미니 아체레스 9월 26일, 목
심카스 토라 9월 27일, 금
콜럼버스 기념일 10월 14일, 월
이둘 아드하 10월 15~17일, 화~목
만성절 11월 1일, 금
등명제 11월 3일, 일
선거일 11월 5일, 화
재향 군인의 날 11월 11일, 월
추수 감사절* 11월 28일, 목

성령 수태일 12월 8일, 일
성탄절* 12월 25일, 수

정보 
길가 주차 규칙은 폭설, 악천후 또는 기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수시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www.nyc.gov/dot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TTY 청각 장애인의 경우  
(212) 504-411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알고 계셨습니까? 
이름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다음 주차 표지판들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정차 금지 
(NO STOPPING)

대기 금지 
(NO STANDING)

주차 금지 
(NO PARKING)

승객을 내리거나 
태우기 위해 정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 예

차도 가장자리에서 
짐이나 물품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대기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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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정차 및 주차 규칙이 주 7일 발효 중인 
(예: "항상 정차 금지[No Standing Anytime]") 지역을 
제외하고주요 법정 공휴일에는 정지, 정차, 주차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주요 법정 공휴일에는 주차 미터기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의 이중 주차는 장소, 목적 또는 지속 시간에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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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