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내용입니까?
Fire Department of New York(FDNY)은 다양한
종류의 위험한 직업에 자격 증명서(COF)를
발급합니다. 개별 지원자를 대상으로
작업장에서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보관 및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지원자에게 준수와 안전에
관한 학습 자료 및 기타 안내서를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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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City
Fire
Code(뉴욕시
소방법규)에 따라 COF 는 다음의 경우
필요합니다.
일부 물질, 가동 또는 설비의 제조, 보관,
취급, 사용, 유지, 검사, 시험, 운송, 처리
또는 작동 시. COF 는 물질, 가동 또는
설비의 일반 감독 또는 개인 감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COF 는 3 년 동안 유효합니다.
소방법규의 FC 113 섹션에서 COF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F 및 취득 또는 갱신 요건에
관한 전체 목록은
www.nyc.gov/fdny 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업

건물 내에서 무기, 연장 및 기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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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COF 가 필요한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검사관 또는 소방관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Certificates of Fitness*는 수행한
위험 업무 유형을 진술하는 일자 및 서명이
적힌 고용주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되기 이전에 COF 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게 되면 예상
고용주에게 제출할 수 있는 FDNY 서신이
제공됩니다.

지원서를 작성하고 정부 발행 신분증과
이용 가능한 지불 수단을 준비하십시오.**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FDNY 는 웹
사이트상에 무료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본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부터
오후 2 시 30 분까지 시험 응시 예약
불가***) 시험은 영어로만 제출합니다.
시험 결과는 시험 직후에 COF 카드와 받게
됩니다.
* 추천서가 없는 경우 시험에 통과했다고
적힌 FDNY 임시 서신을 받습니다.
** COF 지원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 면허증, 여권 또는
IDNYC 가 허용됩니다. 시험응시료는
대부분 $25 이며 현금, 체크, 우편환,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 지불이
가능합니다(신용 카드는 2.49%의 편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하루에 2 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은 휴일에 문을 닫습니다. 방문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 718-9991988 번으로 전화하여 예약하십시오.

시험에 합격하려면 얼마간 공부해야 합니까?
개인의 경험, 이력, 교육 및 수행하는 업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Certificate of Fitness, COF 샘플 카드.

FDNY 는 시험대비 수업을 제공합니까? 아니요.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시험대비 수업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종이에 연필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하며
터치스크린 기술을 이용합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사전을 가져와도
괜찮습니까? 예. 종이로 된 사전만이 시험을
치르는데 허락되는 자료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 외부 문서, 책 또는 전자 장치는
사용 불가입니다.
시험에 문제 수는 몇 개며 소요시간은
얼마입니까? 대부분 시험은 20~25 개의
문제가 제출됩니다. 전체 과정 예상 시간은
최소 2 시간입니다.
시험응시료는 얼마입니까? 대부분 $25 입니다.
시험응시료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FDNY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