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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Colorado Division of Oil and Public Safety (OPS), we believe that you provide a valuable service to our community, 
so we want to help you navigate your regulatory obligations. 

콜로라도 석유 부문 및 공공 안전 (작전)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규제 의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믿습니다. 

What We Regulate 우리가 규제 
The OPS Boiler Inspection Program regulates dry cleaning facilities with high-pressure boilers. 

OPS 보일 러 검사 프로그램 고압 보일 러와 드라이 클리닝 시설을 통제 한다. 

High-pressure power boilers: 
고압 전력 보일 러: 

• Are steam boilers that operate at steam pressures greater than 15 psi
증기 보일 러 증기 압력 보다 15 psi에서 작동 하는

• Include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hydronic (water) boilers that operate at greater than 160 psi water pressure
and/or 250°F
160 psi 물 압력 또는 250 ° F 이상에서 작동 하는 높은 온도/높은 압력 hydronic (물) 보일 러를 포함

Boiler Basics 보일 러 기본 사항 

Installing a Boiler 보일 러 설치 Using the Boiler Database 보일 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하 여 

Submit the Boiler Installation Application to notify the 
Boiler Inspection Program of all boiler installations 
제출 하는  보일 러 설치 응용 프로그램  모든 보일 러 설치의
보일 러 검사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 New 새로운

• Relocated 이전

• Replaced 대체

Database link 데이터베이스 링크: 

www.joportal.com/CO/  

• Create an account 계정 만들기

• Search for invoices 인보이스에 대 한 검색

• Pay online 온라인 지불

• Search for boilers 보일 러에 대 한 검색

• View boiler data 보일 러 데이터 보기

• Print documents 문서 인쇄

Operating a Dry Cleaning Boiler 드라이 클리닝 보일 러 운영 Maintaining a Dry Cleaner Boiler 드라이 클리닝 보일 러 유지 

• Dry cleaning boilers are inspected twice a year
(internal and external); contact your inspector for
more information
드라이 클리닝 보일 러 검사를 일년에 두 번 (내부 및 외부);
당신의 관리자에 게 문의  더 많은 정보에 대 한

• Submit the Boiler Change Form to notify the Boiler
Inspection Program of any changes in
owner/responsible party contact information
제출 하는  보일 러 변경 양식  보일 러 검사 프로그램

소유자/책임 파티 연락처 정보에서 변경의 통보

• Post your certificate of inspection in the boiler room
보일 러 실에 검사의 인증서를 게시

• Respond to invoices and deficiency notices within 60
days
60 일 이내 청구서 및 결핍증에 응답

• Maintain proper water treatment
유지 적절 한 물 처리

• Check for scale buildup
스케일 형성에 대 한 확인

• Watch for loss of pressure and water leaks
압력과 물 누출의 손실에 대 한 감시

• Keep combustion air vents open and clean
오픈 하 고 깨끗 한 연소 환기구를 유지

• Keep the boiler room clean
보일 러 룸을 청결 한 유지

• Keep all combustibles away from boilers
보일 러에서 모든가 연 물 유지

• Perform regular maintenance per manufacturer’s
recommended schedule
제조업체의 권장된 일정 당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

Welcome to Dry Cleaning Boiler Ownership in Colorado! 
콜로라도 있는 보일 러 소유권을 청소 건조 환영! 

mailto:cdle_boiler@state.co.us
http://www.colorado.gov/ops/boilerinspection
https://ops.colorado.gov/sites/ops/files/Boiler%20Pressure%20Vessel%20Installation%20Application.pdf
http://www.joportal.com/CO/
https://ops.colorado.gov/Boiler/Contacts
https://ops.colorado.gov/sites/ops/files/Contact%20Owner%20Change%20For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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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Cleaning Boiler Inspection 
드라이 클리닝 보일 러 검사

Cross tees must have the 
plugs removed to ensure 
there is an unobstructed 
opening 

크로스 티 플러그는 탁 트인된
개방 되도록 제거 해야 합니다. 

Hand holes must be opened 
and removed to view 
waterside materials 

손 구멍을 열리고 물가 자료를
볼을 제거 해야 합니다. 

Remove water level probes for 
inspection, then clean and 
reinstall them 

검사 물 레벨 프로브를 제거 하
고 청소 하 고 그들을 다시 설치

Water column sight glass must 
be clean and allow visual 
water level checks 

물 열 시력 유리 청소 되어야
하며 시각적 물 수준 검사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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