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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회 시설 허가에 필요한 점유 증명서 

집회 시설 허가 발급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점유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 C of O)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유 증명서는 

이전에 기획개발부(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DPD)였던 시애틀 건설검사부(Seattle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s, SDCI)에서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건물이 해당되는 건물 규정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고 건물이 입주하기에 적합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수용 인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SFD 허가 신청서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허가 유형의 경우,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점유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501 시리즈: 집회 시설, 비영리 단체 

2502 시리즈: 집회 시설, 수용 인원 100-999명  

2504 시리즈: 집회 시설, 수용 인원 1,000명 이상 

 

점유 증명서 사본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최신 기록은 http://web6.seattle.gov/dpd/edms/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SDCI Microfilm Library(Seattle Municipal Tower 20층, 700 Fifth Ave.(전화: (206)233-5180))에서 제공되는 모든 건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법 규정 점유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거 내역 조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최초로 

점유 증명서가 요구된 것은 1956년이었습니다. 즉, 점유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SDCI에 점유 증명서 기록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점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SDCI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점유 증명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SDCI 검사 

서비스(SDCI Inspection Services)((206)684-8950)로 문의하십시오. 점유 증명서 취득에 관한 SDCI 정보표 #120도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seattle.gov/DPD/Publications/CAM/cam120.pdf. 

SFD에 점유 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증명서 사본은 신청 자료와 함께 되도록 이메일 permits@seattle.gov로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저희 웹사이트 http://www.seattle.gov/fire/business-services/permits에서 제공됩니다.. 

시애틀 소방국이 지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애틀 소방국의 허가 담당 팀이 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필요 시 규정 준수 

검사관이 규정에 따른 자세한 지침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회 시설 허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시애틀 소방국 사무실 (206)386-

1450번으로 전화하시어 허가 담당 팀 또는 규정 준수 담당 부서 직원과 통화를 요청하십시오. 점유 증명서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발행하고 유지하는 시애틀 건설검사부 (206)684-8950번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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