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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또는 자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유
해 물질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 양, 농도,
유해 성분 및 화학물질 개요 서비스(Chemical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bstract Service, CAS) 번호가 기재된 유해 물질 재

시애틀에서 위험 물질의 보관 및/또는 사용을 포함

Statement, HMIS)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특정 운영 및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시애틀

HMIS 양식 및 사용자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소방국(Seattle Fire Department, SFD)의 허가를 받

http://www.seattle.gov/fire/business-services/

아야 합니다.

permits#hazardousmaterial.

고 명세서(Hazardous Materials Inventory

허가 유형
임시 허가는 최대 6개월까지 다양한 활동 및 운영
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해당

활동에는 텐트 및 캐노피 설치, 식품 자판기, 박람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시

회 및 축제,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 해양 선박에 대

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한 화기 작업, 콘서트 및 건설 현장 작업 등의 활동

permits@seattle.gov로 이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허가 수수료는 우편을 통해 수표로 지불하거나

연간 운영 허가증은 집회 장소(교회, 식당, 행사 장
소) 및 정해진 위치나 도시 전역의 다양한 위치에
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위험한 활동 또는 운영에

전화를 통해 신용 카드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허
가 신청서 다운로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www2.seattle.gov/fire/PermitSearch/

대해 발급됩니다.

우편 신청 시

시애틀 소방국(SFD)의 허가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

확인하려면, 해당 활동/자료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고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Seattle

https://www.seattle.gov/Documents/

Fire Department, Fire Prevention Division—

Departments/Fire/Business/

Permits, 220 Third Avenue South, 2nd Floor,

ActivitiesRequiringaSFDPermit.pdf.

Seattle, WA, 98104.

허가 신청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직접 방문 시

해당되는 경우, 현장 지도나 도면을 포함하여 활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

City of Seattle
Fire Department

Fire Prevention Division
220 3rd Avenue South

Seattle.gov/fire/business-services/email-fire-prevention

SFD 고객 지원 안내문 # 5001—허가증 발급

2페이지

분 사이에 화재예방부에 허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

합니다. SFD 검사관은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현

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장이 모든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추가

수수료 결제
수수료는 직접, 우편을 통해 수표로, 전화를 통해 신용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표 또는 신용 카
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수표는 City of Seattle 앞으
로 지불되도록 써 주십시오.

또는 특수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승인을 받기 전에 필요한 시정 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항시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허가증은 언제 받나요?
임시 허가증은 검사 시 바로 서명하여 발급해 드립

검사 일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니다. 연간 허가증은 허가 부서 담당자가 처리 및 기

위험 물질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임시 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SFD의 검사
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트에 대한 용접 및 화
기 작업의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허가 신청서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요청하
라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검사 일정을 잡으려면
최소한 24시간 전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
permits@seattle.gov로 이메일을 발송해 주시거나
(206)386-145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록한 뒤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연간 위험 물질/운영 허가, 특별 행사 허가 및 연간 집
회 시설 허가 등 기타 허가의 경우에는 SFD에 전화하
여 검사 일정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관이 직접
연락하여 해당 장소에서 귀하와 만날 시간을 정하거
나 허가증 발급 전이나 후에 귀하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
다. 시간에 민감한 허가(예: 곧 진행될 특별 행사 또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치 허가)의 경우, 우선적으
로 처리되며 그 외 기타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보통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허가 또는 신청 절차의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www2.seattle.gov/fire/
permitStatus/.

자주 묻는 질문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놓은 온라인 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eattle.gov/fire/
business-services/permits. permits@seattle.gov로
이메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허가와 관련된 검사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을 시에
는 특수 위험 담당 부서
(SFD_FMO_SpecialHazards@seattle.gov)나 특별 행
사 담당 부서(SFD_FMO_SpecialEvents@seattle.gov)
로 이메일 문의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접수증을 발
행해 드립니다. 연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 허가증을 발급 받을 때까지 작업 현장에 접수증
을 게시해야 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접수증을 내리
고 허가증과 조건을 게시하십시오. 허가를 받은 당사
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FD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준
비하고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법적 고지 사항: 본 고객 지원 안내문(Client Assistance Memo, CAM)은 규칙 및 규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은 본 CAM상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규칙 및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