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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허가

—시(市) 서비스에 대한 여러 부서 시리즈의 부속

의례용 불꽃놀이

신청자는 신청 절차상,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

2014년 10월 수정

다:

일반적으로, 시애틀시에서는 불꽃놀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소방서의 특별 무수수료

1. 불꽃놀이를 구입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및 우편주소.

허가를 받으면 의례목적으로 특정 유형의 불꽃놀

2. 희망하는 불꽃놀이 날짜 및 시간.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무수수료 허
가가 적용되는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불꽃놀이가

3. 희망하는 불꽃놀이 장소.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뿐만 아

4. 구매해 사용하고자 하는 불꽃놀이의 양 및 종류.

니라 사용 될 수 있는 불꽃놀이의 유형도 매우 엄

5. 불꽃놀이의 이유 또는 목적.

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허가의 코드는 107SE입니다.

6. 다음 내용에 동의하며, 신청자 서명:"신청자는 사
람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방해가 되지

107-SE 허가에 해당될 수 있는 불꽃놀이 유형

않을 방식으로만 불꽃놀이를 사용하겠으며, 의

107-SE 허가로 승인된 불꽃놀이

도 여부와 상관없이, 불꽃놀이로 인한 모든 결과

허가된 지면 및 휴대용 소비자 불꽃놀이에는 폭죽,
원통형 분수, 원뿔형 분수, 장식용 횃불, 예포, 추격
포, 및 그라운드 스피너가 포함됩니다. 폭죽과 예포

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질 것이고, 승인기관의
신청 및 요구조건 조항을 모두 준수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에는 소음과 섬광이 동반됩니다. 체이서는 휘파람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107-SE 허가를 포함

효과나 다른 소음을 내며 지면 위를 움직입니다.

한 모든 허가 신청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된 형태의 불꽃놀이

http://www.seattle.gov/fire/fmo/permits/
permits.htm

헬리콥터와 공중 스피너, 통형 꽃불, 마인 쉘, 불꽃
탄 및 박격포와 같은 공중 불꽃놀이는 특별허가 대

107-SE 허가 불꽃놀이 사용에 대한 제한

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다음의 불꽃놀이 사용에 대한 제

허가 신청 절차

한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꽃놀이 허가 신청서는 늦어도 30일 전에는 미리
시애틀 소방 서장실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

1.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오직 허가 받은 불
꽃놀이의 종류와 양만 구입해야 합니다.

다. 허가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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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꽃놀이 보관의 경우 불꽃놀이 날짜에 앞서 3일
동안만 허용됩니다.
3. 불꽃놀이는 허가서에 명시된 시간, 날짜 그리고 장
소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사용하지 않은 불꽃놀이는 늦어도 허가 받은 사용
날짜 이후부터 3일 안에는 워싱턴주 공인 불꽃놀
이 도매업체 또는 가장 가까운 시애틀 관할 경찰
서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5.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모든 허가 조건을 준
수해야 하며, 허가서를 보유하고 불꽃놀이를 실제
로 사용할 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검사에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꽃놀이 구매
일단 시애틀 소방서 107-SE 허가서를 받으면, 공인
도매업체에 불꽃놀이 구매 허가 증거로서 허가서 사
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는 워싱턴주 공인
불꽃놀이 도매업체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용가능한 공인 도매업체 목록: www.wsp.wa.gov/
fire/docs/fwlicensing/licwhole.pdf. 구매자가 우선
수입자 라이센스를 획득한 경우 이외에는 우편주문으
로 불꽃놀이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시애틀 소방대장실
(206) 386-1450 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 본 고객지원메모 (CAM)는 법규 및 규정의 대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개개인은 본 CAM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
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규와 규칙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