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화재예방부
220 3rd Avenue South
Seattle, WA 98104-2608 Email: permits@seattle.gov
시애틀소방국의무료허가증옵션을비롯하여팬데믹동안텐트와난방기를안전하게사용하는방법
텐트는화재가발생하거나무너지면위험할수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대형텐트는소방및건축규정의규제를받습니다. 또한난방기도
프로판/액화석유가스(LPG), 디젤, 전기와같이열원으로무엇을이용하는지여부에관계없이위험을유발할수있습니다. 본문서는COVID
팬데믹동안시행되고있는특별히간소화한허가및규칙뿐만아니라규정요구사항의요약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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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D의임시허가증이만료된후에도(90일) 텐트를계속사용하는경우소방규정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
텐트회사에서텐트를대여하는경우, 무료허가증을받을자격이된다면이를텐트회사에알려서, 텐트회사에서의도하지않게SFD 허가
수수료를부과하지않도록청구서를확인하십시오. 자격기준: 실내이용에대한공중보건제한으로사업체나영업장을옥외로이전하는경우.
임시텐트나LPG 허가증을이전에발급받았고무료허가증을받을자격이된다면, 전액환불받으실수있습니다. permits@seattle.gov로
연락해주십시오..
소방국장의승인을받은텐트여야합니다400평방피트가넘는텐트를구입하는경우소방규정의난연기준에부합하는지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페이지허가조건#8 참조). 귀하는산업표준및/또는제조사설치지침에따라적절하게텐트를설치할책임과의무가
있습니다. 시애틀건축규정에따라전체구조적하중을고려하여설계된경우가아닌한, 눈이나얼음이쌓이는기간동안은임시텐트를설치할수
없습니다. 소형텐트는눈과얼음이쌓이고바람이부는동안에는철거해야합니다. 신뢰할수있는텐트대여회사를통해대여한텐트는소방
규정기준에부합할것이며, 텐트회사는적절한설치에책임을지게될것입니다.
벽이없는텐트를선택해야하나요? 환기상의이유로주지사는옥외식당텐트에는벽이없거나1개또는2개가있을수있다고결정했습니다.
텐트는2개이상의벽이있을수없습니다. 소방규정에따르면벽이없는텐트의경우, 텐트가700평방피트이상이거나, 12피트이내로나란히
떨어져있는텐트들의총면적이700평방피트를초과할경우에만허가증이필요합니다. 하지만, 텐트에벽을추가할경우소형텐트도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텐트에벽이있는경우, 400평방피트이상의텐트는허가증이필요합니다.

텐트및 야외난방기임시 SFD 허가증 - 팬데믹 기간동안 허가 정보 및 예외사항제공
건물과얼마나가깝게텐트를설치할수있나요? 예를들어, 보도에나와있는식탁위에설치하는크기의텐트인경우주로응급의료차량이
접근할수있도록SFD는텐트와건물사이에일반적으로최소10피트의이격거리를요구합니다. 하지만COVID 비상사태동안SFD는이격거리
없이건물과인접한텐트에허가증을발급할것입니다.
임시텐트의전체허가조건은무엇인가요? 마지막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야외난방기및조명
프로판(LPG) 및디젤연료난방기는허가증이필요하며텐트안에연료탱크를둘수없습니다. 이는"버섯모양의야외난방기"는텐트에서
10피트떨어진곳에서는허용되지만, 텐트안에서는사용할수없다는뜻입니다. 밖에서텐트안으로바람을불어넣는"샐러맨더(Salamander)"
스타일의난방기는허용되며대부분텐트대여회사를통해이용할수있습니다. 연료탱크는텐트에서최소10피트이상떨어져야하고3A 40BC
소화기를갖추고있어야합니다.
텐트대여회사에서LPG/프로판또는디젤난방기를대여한경우, 회사는보통필수SFD 프로판/디젤연료허가증이있을것이며추가허가증이
필요없을것입니다. 대여회사는또한필요한소화기도제공해야합니다. LPG/프로판또는디젤난방기를직접구매한경우, SFD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SFD는실내사용을제한하는공중보건규칙으로인해영업장을옥외로이전하는사업체나기관에게무료임시프로판/LPG 난방기허가증(허가
규정8207-CV)과디젤허가증(허가규정1102-CV)을발급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예로는야외식당또는학교수업이있습니다. 무료
허가증은프로판또는디젤의안전한설치, 보관, 사용과관련하여준수해야하는조건을포함합니다. 허가증은2021년10월또는시가COVID
비상운영을종료하는날중더빠른날짜까지유효합니다. 텐트와관련되지않은난방기허가증을신청하는경우, 난방기가배치될곳의출구,
차양및식탁을보여주는제안스케치또는도표를제공해야합니다. 임시텐트, 프로판/LPG 또는디젤허가증을이전에발급받았고, 무료
허가증을발급받을자격이된다면, 전액환불받으실수있습니다. permits@seattle.gov로연락해주십시오..
전기난방기및조명은텐트외부는물론내부에도허용되며별도의SFD 허가증이필요없습니다. 하지만연결선으로전원을공급할경우반드시
지켜야할사전주의사항들이있습니다. 전선에는마모나손상방지가되어있어야하며, 걸려넘어질위험이없도록해야합니다. 난방기에
연결선을사용할경우난방기에서사용하는전력량으로인해, 최소12게이지전선을사용해야합니다(제조사에서권장할경우그이상).
연결선들을서로연결하여사용해서는안되며, 벽에난구멍을통과해서도안됩니다. 모든중요한전기콘센트는덮개로가려져있어야합니다.
이는접속배선함, 회로차단기및모든유형의콘센트박스에해당됩니다.
자세한내용은SFD 허가부(permits@seattle.gov)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통역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언제든지전화로귀하의
언어를사용하는사람을요청하십시오. 원하는언어및귀하의전화번호를말해주시면됩니다.

임시텐트에대한전체SFD 허가조건은다음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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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SFD 임시텐트허가
참고: 이러한조건은COVID 비상운영동안발급된임시텐트허가를위한것으로COVID 비상운영이더이상시행되지않을경우변경될수
있습니다.
1. 출구/퇴로의최소수와폭은아래도표에열거된것과같아야합니다. 출구까지최대이동거리는텐트내부인경우100피트여야합니다.
(’15 SFC 섹션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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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499명

3

72

500~999명

4

96

1,000~1,999명

5

120

2,000~2,999명

6

120

300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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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출구는최소5인치높이에조명이들어오는'출구(EXIT)' 표지판이있어야합니다. (’15 SFC 섹션3103.12.6).
3. 2,000평방피트텐트면적당최소2A 등급의소화기1개를비치해야합니다. 각소화기의위치는분명하게보이는표지판으로표시해야
합니다. 텐트내에서소화기까지최대보행거리는50피트이내여야합니다. (’15 SFC 섹션3104.12)
4. 텐트내모든차량은연료탱크를비우고배터리케이블을분리해야합니다. (’15 SFC 섹션3104.18)
5. 텐트
/차
양전체에서쉽게볼수있도
록"금연(NO SMOKING)" 표지를붙이고금
연정책을시행합니다. (’15 SFC 섹
션3104.6)
6. 내부및외부의지면에는가연성폐기물이완전히없는상태여야합니다. 모든폐기물은승인된방법으로폐기하고보관해야합니다. (’15
SFC 섹션3104.21 및3104.22)
7. 화재예방부의사전승인없이텐트에서개방형불꽃장치를사용하거나시연할수없습니다. (’15 SFC 섹션3104.7)
8. 텐트의측면드롭과상부는난연성소재를사용해야합니다. (’15 SFC 섹션3104.2)
9. 화재의위험을초래하거나, 급속한화재확산의원인이되거나, 텐트에서신속한탈출을지연또는방해하거나본허가증에언급되지않은모든
예측불가의조건들은즉시줄이거나시정해야합니다. (’15 SFC 섹션105.3)
10. 텐트내부에는전기난방기만허용됩니다. 다른모든난방기(예: 프로판, 디젤, 등유연료)는텐트밖에있어야하며, 시애틀소방국이발급한
별도의허가증이필요합니다. (’15 SFC 섹션3104.7, 3104.15, 3104.16, 3104.17, 105.3 및105.6)
11. 전기난방기및기타전기기구는UL, FM 또는기타승인된검사기관에등록되어있고승인을받은것이어야합니다. (’15 SFC 섹션605.7)
전기난방기용전선은최소12게이지여야합니다(제조사에서권장하는경우그이상). 전선을더길게연장하기위해
"피기백(piggybacked)" 방식으로연결하거나서로함께연결해사용해서는안됩니다.
12. 걸려서넘어지지않도록배선을명확하게표시해야합니다. (’15 SFC 섹션105.3)
13. 효력을위해, 본허가증과첨부문서를점유지/활동지근처에게시해야합니다.(’15 SFC 섹션105.3.5)
14. 고정되지않은좌석, 접이식의자나그와유사한좌석이200석이상인경우, 세개이상의그룹으로정리해야합니다. (’15 SFC 섹션
1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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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허가신청시에는"구조적안정성서류(Letter of Structural Stability, LOSS)"라고불리는문서를제공해야합니다.(’15 SFC 섹션
3103.9)
16. 시애틀건축규정에따라전체구조적하중을고려하여설계된경우가아닌한, 눈이나얼음이쌓이는동안은임시텐트를설치할수없습니다.
(’15 SFC 섹션105.3)

참고: 이러한조건은COVID 비상운영동안발급된임시텐트허가를위한것으로COVID 비상운영이더이상시행되지않을경우
변경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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