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는 도심 캐노피(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귀하의 부동산과 주변 지역 사회에 가치를 더합니다. 캐노피 지붕은 도시 숲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척도 중 하나입니다. 도심의 나무는 야생 동물 서식지, 지역의 거주 가능성 및 향상된 공중 보건 
결과를 포함한 수많은 생태적, 경제적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등록부는 부동산 소유주, 주민 
및 이웃 주민에게 나무 규정에 정통하고 모범 사례를 실천하는 등록된 기업이 그들의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2022년 4월 5일, 시애틀 시의회(City Council)는 모든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시애틀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의회 법안(Council Bill) 120207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록된 공급 업체를 고용하고 작업이 완료되기 사흘 전에 주요 가지치기
(major pruning) 또는 나무 제거(removal of trees) 고지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법률의
조항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책임자의 규정(Director’s Rule)과 신청자가 등록 및 공고
절차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팁(Tip)이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나무 서비스 제
공 업체 요구 사항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애틀 건설 및 감사부(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 SDCI)는 2022년 8월 26일에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 등록부를 출시할 것입니다. 해당 등록부는 SDCI 나무 법규 웹페이지(www.
seattle.gov/sdci/codes/codes-we-enforce-(a-z)/trees-and-codes)에 공개될 것이며 나무 법규에 따라 
시애틀의 사유 부동산에서 일상적인 관리 이상의 나무 작업을 완수할 수 있는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의 안내 명부가 포함될 것입니다.

*모든 직경 6인치 이상의 나무 제거.
**모든 사유 부동산의 나무에 대한 주요 가지치기 작업. 주요 가지치기는 직경 2인치 이상의 가지 또는 뿌리를 제거하거나 
나무 캐노피의 15% 이상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다른 일상적인 나무 가지치기 및 관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목 관리원 보고서(aborist report)에 대한 나무 평가 수행.

• 11월 10일부터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나무 작업을 완료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를 고용해야 합니다. 등록된 공급 업체 목록은 10월에 시애틀 건설 및 감사부(SDCI) 나무 법규 웹페이지 
www.seattle.gov/sdci/codes/codes-we-enforce-(a-z)/trees-and-code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1월 10일부터 부동산 소유주는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 사흘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요 가지치기 또는 나무 제거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공지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https://cosaccela.
seattle.gov 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자신의 부동산에 일상적인 가지치기 및 나무 관리를 완료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통지를 등록하거나 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3월 26일부터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계정을 신설하고 https://cosaccela.seattle.gov/ 에서 SDCI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신청서입니다. 인쇄된 신청서가 필요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206) 233-5185 로 전화해 주시거나 https://sdci.zendesk.com/hc/en-us/requests/new로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의 요청 안내를 돕기 위해, “허가, 법, 구역, 계획(permits, codes, zones, plans)”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유형으로 “토지 사용(Land Use)”을 선택한 다음, 설명란에서 “
나무(Trees)”를 선택하십시오.

• 시애틀***에서 나무 제거*, 주요 가지치기**, 또는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는 
2022년 11월 10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는 시애틀 시법(SMC) 25.11, 책임자의 규정(Director’s Rule) 16-2008 및 미 전국 
표준 연구소(ANSI) A-300 가지치기 표준(Prunning Standards) (또는 후속 표준)에 명시된 나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가 등록하지 않거나 두 번의 위반 통지를 받는 경우 시애틀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 SDCI 나무 서비스 공급 업체 등록부는 사유 부동산에 대한 작업을 다루며, 공공 통행로에서 발생하는 작업을 
규제하는 시애틀 교통국(SDOT)의 나무 서비스 공급 업체 등록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각각의 
등록부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한 링크는 https://cosaccela.seattle.gov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 서비스 제공 업체 등록 요구 사항

이 정보의 번역된 버전은 당사 웹사이트 https://www.seattle.gov/sdci/codes/
codes-we-enforce-(a-z)/trees-and-cod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요구 사항

https://www.seattle.gov/sdci/codes/codes-we-enforce-(a-z)/trees-and-codes
https://www.seattle.gov/sdci/codes/codes-we-enforce-(a-z)/trees-and-codes
https://www.seattle.gov/sdci/codes/codes-we-enforce-(a-z)/trees-and-codes
https://cosaccela.seattle.gov
https://cosaccela.seattle.gov
https://cosaccela.seattle.gov/
https://sdci.zendesk.com/hc/en-us/requests/new
https://cosaccela.seattle.gov
https://www.seattle.gov/sdci/codes/codes-we-enforce-(a-z)/trees-and-codes
https://www.seattle.gov/sdci/codes/codes-we-enforce-(a-z)/trees-and-cod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