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집 도로를 Play Street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의 간단한 절차를 
따라서 Play Streets 신청을 
준비해주세요! 신청하시기 
전에 몇 가지 정보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알려주세요!

이제 신청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신청서는 계획된 
행사일보다 최소 6주 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범 지역 1) Koreatown 또는 2) Boyle Heights의 
주민인지 확인하세요.

도로를 선택하세요.

Play Streets 행사 날짜와 시간을 고르세요.

청원서 서명을 받아 동참할 이웃을 모으세요.

Street Supporter가 되어줄 도로 거주민을 찾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현재 Play Streets 행사는 Koreatown 또는 Boyle Heights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몇 장소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시험하는 중이지만, 저희 목표는 

시 전체의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사용하여 시범 단계에서 어떤 도로가 Play Street 요건을 갖췄는지 

찾아보세요. Play Streets의 길이는 한 블록이어야 합니다.

고르신 날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주 후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려면 도로상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51%가 행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서명란이 더 필요하신 경우 청원서를 복사하세요.

도로에 아파트 빌딩이 있다면 전체 빌딩을 대표해 서명할 빌딩 관리인을 

찾아가세요.

Street Supporter는 도로상에 거주해야 하며, 계약 정보를 제공하고 청원서에 

서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청원서를 첨부하세요.

이메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 – 금 9am에서 6pm

까지 다음 주소로 방문하세요: Play Streets, 309 E 8th Street Suite #205 

Los Angeles, CA 90014. 이메일: LAPlayStree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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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Street를 주최하세요

신청자 정보

Street Supporter 정보

Play Street 정보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성함  

소속 

이메일 주소 

Supporter 성함    

이메일 주소           

Play Streets 행사를 주최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lay Streets 행사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하의 Play Street로 이 도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사항) 

행사 전단지를

청원 서명인에게 행사 전에 SMS를 보내드릴까요?

 

 

 

 

 

 

 

 

 

 

 

 

 

신청자와 같은 경우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해당인은 거리에 살고 있어야 합

선호하는 날짜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도로명  교차 도로 1

교차 도로 2 

개최하려는 행사           

월/일/연도
날짜 옵션 1

시작 및 종료 시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에는 10am에서 4pm 사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10am에서 5pm 사이여야 합니다.

월/일/연도
날짜 옵션 2

월/일/연도
날짜 옵션 3

  

 

예 아니오

 (어떤 거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일회성 행사 ($0)             3회 반복 행사 ($0)

         00:00AM/PM 00:00PM/PM 

집에서 인쇄하시겠습니까받아가시겠습니까









PETITION 
(FOR RESIDENTIAL AREAS) 

REQUEST FOR TEMPORARY STREET CLOSURE PERMIT 

Event Name Primary Street Date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Name Telephone 

Signature Title Address 

(Rev. 09-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