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민, 이웃,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해 삶의 질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2022년 7월 14일 

 

새로운 계획 및 토지 이용 시스템(PLUS) 데이터베이스의 소방청(OFM)이 보유한 현 기록이나 새로운 기록 

보유자로서, 이 새로운 온라인 도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LUS는 허가 신청, 계획 검토 절차 관리, 신청 상태 

추적, 정보 업데이트, 문서 업로드, 수수료 납부,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정보에 액세스하고, 검사 및 갱신과 

관련하여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통신을 수신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인 경우) 플러스에서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이미 등록된 사용자라면, 

2단계로 진행하십시오. 

• 등록 웹사이트: https://plus.fairfaxcounty.gov. 

• 해당 웹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gister for an Account(계정 등록)'를 클릭하십시오. 

 

2. 제공된 고유 PIN 정보를 이용하여 활성 레코드를 사용자 계정에 연결할 신청서를 만드십시오. 

• PLUS에 로그인하십시오. 

• 'Fire(화재)' 탭을 클릭하십시오. 

• 'Create an Application(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십시오. 

• 고지 사항을 수락한 후에 'Continue Application(계속 신청)'을 클릭하십시오. 

• 메뉴에서 'Registration(등록)'을 클릭하여 'Record Type(레코드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그다음 'Fire 

Registration(화재 등록)'을 선택한 후에 'Continue Application(계속 신청)'을 클릭하십시오. 

• 행을 추가하여 사용자 계정에 연결하려는 각 레코드의 레코드 번호와 PIN(아래 참조)을 

입력하십시오. 완료되면, 'Submit(제출)'을 클릭하십시오(여러 레코드 번호와 PIN을 입력할 수 

있음). 

• 703-246-4803번으로 소방청(OFM)에 연락해서 레코드 번호와 PIN을 얻으십시오. 

• 'Continue Application(계속 신청)'을 클릭하십시오. 

• 제출을 위해 기록된 정보를 검토한 후에 'Continue Application(계속 신청)'을 클릭하여 제출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https://www.fairfaxcounty.gov/plan2build/에서 화재 등록 신청서에 대한 도움말과 

더불어 교육용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소방청(OFM)에서 2022년 8월 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15분까지 라이브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온라인 세션에 참석해서 PLUS 계정을 만들고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 https://plus.fairfaxcounty.gov에서 웨비나에 액세스하십시오. 

• 'Webinar Wednesdays(웨비나 수요일)'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 'August 3, Webinar event(8월 3일, 웨비나 이벤트)'를 클릭하십시오. 

 

소방청(OFM)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신속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동부 표준시, 카운티에서 준수하는 모든 휴일 제외)까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 703-246-4803번으로 소방청(OF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경우, 

fire.RevenueFPCP@fairfaxcounty.gov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Office of the Fire Marshal, OFM) 
 

Office of the Fire Marshal 

12099 Government Center Pkwy, 3rd Floor, Fairfax, VA 22035 전화: 703-

246-4803 TTY: 711 팩스: 703-246-6044 

https://www.fairfaxcounty.gov/fire-ems/fire-mars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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