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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휴대용 소화기는 연 1회 수압 시험 시 또는 월간 성능 검사 중 
소화기에 물리적 손상이 보이는 경우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유지 관리란 휴대용 소화기의 상세 점검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화기가 올바로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유지는 소화기 수리, 재충전 또는 교체를 
뜻합니다.  
 
소화기를 오랫동안 점검하지 않았다면 긴급 화재에 대비하여 
즉시 유사한 소화기로 교체를 받으십시오. 
 
새 PFE 태그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서비스 업체 정보(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회사 ID) & 
서비스 일자, 

• 구입한 소화기의 월, 연도 및 유형, 
• 적합 증서 소유자 정보(이름 & 적합 증서 번호), 
• 점검의 종류 명시. 

자주 묻는 질문 
휴대용 소화기 서비스 회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FDNY 웹 
사이트 목록에 있는 승인된 회사에서만 구매하십시오. 승인된 
회사 목록은 30일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웹 사이트 링크 및 QR code(QR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1.nyc.gov/site/fdny/business/all-
certifications/portable-fire-extinguishers-
company-certificates.page 
 
승인 또는 보험이 만료된 경우 서비스 회사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Fire Department 웹 사이트에서 반드시 승인된 서비스 
회사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FDNY 승인 회사가 수행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됩니까?   
무엇보다 사업, 자산, 고객, 최초 대처자 및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업장이 위험한 상태인 경우 
위반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에 
제기하는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회사가 올바른 설치 및 점검 작업을 수행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소화기 공급 회사가 승인을 받았는지 여전히 FDNY 
승인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모든 태그가 
붙어있고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소화기 종류는 무엇입니까? 
ABC 소화기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소화기입니다. 그러나, 
승인된 서비스 회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필요한 소화기를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적합한 사용 설명서는 소화기 라벨 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P.A.S.S. 머리글자를 이용하십시오. 손잡이의 핀을 
Pull(당기고) 노즐을 화재의 아랫부분에 Aim(조준하고) 
레버를 천천히 Squeeze(누른 다음) 좌우로 
Sweep(쓸어내십시오). 
 

 
불법 회사 또는 서비스 회사의 사기/위조 혐의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718-999-2533번으로 전화하여 FDNY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다음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pubcert@fdny.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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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의 휴대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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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국 

www.nyc.gov/fdny 

소화기 사용 방법 

PASS

손잡이의 핀을 
당깁니다(Pull) 

노즐을 화재의 
아랫부분에 

조준합니다(Aim) 

레버를 천천히 
누릅니다(Squeeze) 

좌우로 
쓸어냅니다(Sweep) 

http://www1.nyc.gov/site/fdny/business/all-certifications/portable-fire-extinguishers-company-certificate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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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휴대용 소화기(Portable fire extinguisher, PFE)는 모든 
사업장에 필요합니다. 화재는 구내에서 자주 발생하며 모든 
화재는 재산 손실 또는 심지어 생명의 손실을 일으키는 참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Fire Department에는 안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규칙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책자는 유사시 사업장에서 휴대용 소화기를 작동시킬 때 
필요한 주요 안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유주로서 여러분은 휴대용 소화기를 적절하게 검사하고 
점검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휴대용 소화기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까? 
사업장에 필요한 휴대용 소화기의 수와 이상적인 위치를 
정하려면 소화기 판매사에 문의하십시오. 
 
휴대용 소화기 구매 및 설치 
소화기는 반드시 허가 및 인증된 FDNY 휴대용 소화기 
회사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사업 소유주로서 최적의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FDNY 웹 사이트상에 2개의 목록, 
즉 판매 회사 목록과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용 소화기 회사 
목록이 있습니다. 포괄 서비스 제공 
회사는 소화기를 판매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판매 회사는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설치 이후, 소화기(이미지 참조)는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바닥 위에 두지 마십시오. 
• 하단이 바닥에서 최소 4인치(약 10cm) 떨어져 있도록 
하십시오. 

• 상단이 바닥에서 5 피트(약 1.5m) 이상 되도록 설치하지 
마십시오. 

 
월간 성능 검사는 무엇이고 누가 수행합니까? 
육안 검사는 모든 훈련된 개인이라면 할 수 있는 월간 "간이 
점검"입니다(Certificate of Fitness, C of F(자격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간 성능 검사 절차 
소화기 검사 시 다음 항목의 확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 벽에 적절히 부착되고 올바른 위치에 설치 
• 즉시 사용 가능 
• 외부 이름표 상의 작동 
설명서 

• 물리적 손상 점검 
• 태그가 붙어있어야 함 
• 양호한 범위 내의 압력계 
측정(녹색 영역에 있어야 
함) 

• 각 매월 성능 검사 이후 날짜 기입 및 서명 
 

보안 대책을 포함한 새 PFE 태그는 다음을 포합합니다.  
• QR 코드: 사람들과 FDNY 검사관이 FDNY 인가 업체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홀로그램: 사실상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3 of 9 Barcode): 광범위하게 쓰이는 바코드 
표준으로 대문자, 숫자, 몇 가지 기호를 포합합니다. 

 
 
 

 
 

   
   
  
    

팁 
• 진짜 홀로그램 스트립은 길이 3인치, 너비 ¼인치입니다.  
• 가짜 태그에는 고품질 실버 홀로그램이 없습니다.  
• 가짜 태그의 홀로그램은 빛에 비춰 움직여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새 휴대용 소화기 태그는 2018년 11월부터 소화기에 
표시됩니다. 2019년 11월까지 새 태그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 또는 유지 점검 이후에 무엇을 보관해야 합니까? 
고객은 항상 점검 또는 구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작업을 진행한 기사명 
• 회사 전화번호 

• 장비가 새것인지 이전에 사용된 지 여부 
• 소화기 모델 번호  

모든 소화기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고 태그가 붙어 
있으며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QR 코드 

바코드(3 of 9 Barcode) 

새 PFE 태그 뒷면 

최대 5피트 
브라켓 

3.5피트 

바닥에서 4인치 
이상 

PFE 재충전 필요 PFE 재충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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