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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휴대용 소화기(PFE) 태그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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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소화기 태그
휴대용 소화기(PFE)는 왜 태그가 있어야 합니까?
뉴욕시 소방법규에 따르면 휴대용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PFE 태그는
소화기와 소화기를 정비한 회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PFE 태그는 왜 변경됩니까?
NYC 조사부(DOI)는 여러 PFE 회사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새 PFE 태그는
귀하가 FDNY 인가 업체를 고용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전 PFE 태그를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전 PFE 태그는 크기, 형태, 컬러, 재료가 다양하여 쉽게 위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FDNY과
사람들이 이해하고 식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새 PFE 태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새 PFE 태그는 여러 새로운 보안 조치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FDNY 인가 PFE 업체만이 이러한 새
PFE 태그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 PFE 태그는 FDNY 직원과 사람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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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PFE 태그가 더 나은 이유는?
새 PFE 태그는 다음의 보안 대책을 두고 있습니다:
•

QR 코드

사람들과 FDNY가 FDNY 인가 업체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홀로그램

고품질을 자랑하며, 사실상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

각 PFE 태그마다 고유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새 PFE 태그는 언제 나옵니까?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작
•

새 PFE 태그는 연례 서비스를 받고 새 PFE 설치 시 제공됩니다.

•

이전에 서비스 또는 새 설치 시 제공되었던 옛 PFE 태그는 만료일자까지 유효하되 유효하되 그
기간은 2019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
•

FDNY는 새 PFE 태그만 인정하며, 적절한 태그 없이 PFE를 설치한 업체에는 위반장을 발부합니다.

PFE 태그가 가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진짜 홀로그램 스트립은 길이 3인치, 너비 ¼인치입니다.
• 가짜 태그에는 고품질 실버 홀로그램이 없습니다.
• 가짜 태그의 홀로그램은 빛에서 움직여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

적합증서(COF) 스탬프
적합 증서 스탬프란 무엇입니까?
작업을 수행한 PFE 업체 직원은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COF 스탬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COF 스탬

스탬프 내용:
•

적합증서 소지자의 성명;

•

적합증서 번호;

John Smith

•

회사명, ID 및 회사 로고가

12345678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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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inguisher Equipment
Guru, Inc.
999

~~~~~~~~~~~~~~~~~~~~~~~~~~~~~~~~~~~~~~~~~~~~~~~~~~~~~~~~~~~~~~~~~~~~~~~~~~~~

팁
PFE 서비스 업체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https://www1.nyc.gov/site/fdny/business/allcertifications/portable-fire-extinguishers-companycertificates.page)에 제공된 FDNY 인가 업체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휴대폰으로 QR code(사진을 찍거나 무료 QR 리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스캔하여 FDNY의 인가를 받은 업체명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승인된 회사 목록은 30일마다 업데이트됩니다.

내가 FDNY 인가 업체를 고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서비스 전 업체에 PFE 준수 태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십시오. FDNY 인가 업체만 새 태그와 COF
스탬프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QR 코드를 스캔해야 회사가 FDNY 인가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업체가 여전히 예전 PFE 태그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에 새 PFE 태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FDNY 인가
리스트에서 다른 회사를 고용하십시오.
제가 비인가업체를 고용하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까?
무엇보다 사업, 자산, 고객, 최초 대처자 및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반장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귀하가 제기하는 모든 보상을 거부합니다.
서비스 회사가 불법행위 또는 사기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718-999-2533으로 즉시 FDNY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주소로 FDNY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pubcert@fdny.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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