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을 닫아 불이 확
산되지 않도록 방
지합니다
세대 및 통로 출입문은 법에 따라 문이 열리고 난 후 자동으로 닫히고 걸쇠가 걸리는 자동 여닫이문이어
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과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문을 닫을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문이 열린 채로 있으면 불과 연기가 통로와 다른 세대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동 여닫이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와 세입자는 각 세대 및 공용 통로 출입문에 자동 여닫이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자동 여닫이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 여닫이 장치에 문제가 있거나 문 및 문틀에 손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자동 여닫이문 앞에 물체를 두거나, 걸쇠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목제 문 고정 장치 또는 문 말발
굽을 사용하거나, 여닫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 여닫이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
시험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문이 멀쩡해 보여도 시험해 보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1 문을 완전히 열고 난 다음에 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힙니까?

. 2 걸쇠가 있다면 걸쇠가 제대로 걸립니까?

. 3 자동 여닫이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나 방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을 수리해야 함: 아파트 문 하단과 문틀이 맞지 않음 
- 여닫이 장치가 손상됨 
- 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거나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물체 또는 장치

. 4 자동 여닫이 장치에 문제가 있습니까?

. 5 경첩이 온전합니까? 아니면 헐거워졌거나 빠져 있습니까? 

오버헤드 출입문 클로저가 장착된 문을 시험하는 경우, 문을 최대한 많이 열어 문 개방 고정 장치를 확인
하십시오.

세입자의 의무 
•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건물에 화재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주에게 연락하십시오. 
• 311번에 전화하여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다른 쪽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nyc.gov/hpd에서 화재 안전 및 자동 여닫이문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세입자로서 다음 다섯 개의 화재 안전 규율을 숙지하십시오.

자동 여닫이문
세대가 3개 이상인 모든 주거용 건물에는 반드시 자동 여닫이문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항상 문을 닫으십시오.

연기 및 일산화탄소 탐지기 
부동산 소유주는 연기 및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제공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 및 배터리 교체를 비롯한 탐지기 유지보수는 세입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화재 대피 계획 
부동산 소유주는 모든 세대의 문 안쪽과 공용 공간에 화재 대피 계획을 부착
해야 하며, 매년 진행되는 화재 예방 주간(10월)에 각 세대와 신규 세입자에
게 배포해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출입구 
지붕 출구를 포함한 건물의 모든 출입구, 복도, 화재 탈출구에는 장애물이 
없게 하여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 탈출구 창문이나 보조 출구에는 
열쇠 없이 안쪽에서 열리는 승인된 보안 게이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 
부동산 소유주는 6살 미만의 어린이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세입
자의 요청에 따라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를 요청하는 모든 가구에게도 제공
되어야 합니다.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거나, 연기 발생 알람이 없거나, 세입자의 소유가 아닌 장애물이  
출구를 막고 있거나,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가 없는 경우 건물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문의하
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311번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