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공사 권리 장전

안전 공사 권리 장전은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한 설명, 공사 
시간, 공사 완료 일정 및 건물주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건물 공사 작업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물에 
안전 공사 권리 장전을 게시해야 하며, 이 권리 장전과 관
련된 불만 사항이나 이 장전이 없는데 대한 불만 사항은 
311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 공사 권리 장전은 언제 게시해야 합니까?
안전 공사 권리 장전은 거주 건물에 DOB 허가가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안전 공사 권리 장전은 건물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안전 공사 권리 장전은 세입자에게 배포하거나 건물  
로비 및 건물의 모든 층에 게시해야 합니다.

LIVING SAFELY
nyc.gov/buildings

TenantAdvocate@buildings.nyc.gov

 세입자  

보호  
사무소

LIVING SAFELY

Safe Construction Bill of Rights

This Notice and a Tenant Protection Plan are required to be distributed to each occupied dwelling unit or posted 
in a conspicuous manner in the building lobby and on every floor within 10 feet of every elevator bank, or, in a 
building with no elevator, within 10 feet of or inside every main stairwell and shall remain posted until the 
completion of the described permitted work because :
_____ The property owner has filed an application for a permit for work not constituting minor alterations or 

ordinary repairs with the Department of Buildings (DOB).
____ The property owner has notified the DOB that an emergency work permit is being sought.
____ The property owner has filed for a temporary certificate of occupancy.

Description of the type of work being conducted and the locations in the multiple dwelling where the 

work will take pla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scription of the amenities or essential services anticipated to be unavailable or interrupted during the 

work and how the owner will minimize such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ours of construc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jected timeline for the completion of the work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gent or employee of the owner who can be reached for non-emergency matters pertaining to the work 

being performed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

Agent or employee of the owner who can be reached for emergency matters pertaining to the work being 

performe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during the period of construction: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tact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

To file a complaint about the work being performed or ask questions about the work being performed, contact 
the Department of Buildings at 311.

Este es un aviso importante acerca de las tareas de construcción que se están llevando a cabo en el 
edificio. El propietario del edificio está obligado por ley a poner este aviso a su disposición en español. 

Comuníquese con el propietario para obtener la traducción de este aviso.

یطلب من مالك المبنى بموجب القانون جعل ھذا اإلخطار متاًحا لك باللغة العربیة.ھذا إخطار مھم بشأن أعمال البناء في المبنى الخاص بك. 
اتصل بالمالك لترجمة اإلخطار.

此�关于您所住楼宇施工工程的重要通知。楼宇�主�按照法律要求向您提供此通知的中文版。
��系�主索取通知�文。

Sa se yon anons enpòtan konsènan travay konstriksyon k’ap fèt nan bilding pa’w la. Lalwa egzije mèt 
bilding nan ba ou anons lan an Kreyòl Ayisyen. Kontakte mèt bilding nan pou tradiksyon anons lan.

이는귀하의건물내건설작업과관련된중요한통지입니다.건물주는법적으로이통지서를한국어로
제공해야합니다.통지서번역본이필요한경우건물주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Это важ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 вашем здании. По закону 
собственник здания обязан обеспечить перевод дан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Свяжитесь 

с собственником для перевода дан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NYC 건축부(Department of Buildings)의 세입자 보호 사무소
(Office of the Tenant Advocate, OTA)는 세입자가 공사 관련 법
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TA는 계약자
가 세입자 보호 계획(Tenant Protection Plans)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공사 관련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
여 세입자를 지원합니다.

부당 행위

부당 행위는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련 부당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건물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세입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짐

 세입자 보호 계획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음

 일반적인 공사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을 업무 시간  
외에 진행

 DOB(건축부) 규정 위반 또는 퇴거 명령을 초래한 조건 미시정

위와 같은 유형의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311 번으로 전화하
거나 311 ONLINE을 이용해 OTA에 신고하십시오.

임대주가 난방이나 온수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NYC 주택 보존 및 개
발국(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
에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311 ONLINE을 이용해 신고하십시오.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가 있는 건물 거주 
세입자의 경우, 부당 행위를 신고하려면 NYS 주택 및 지역 재
건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에도 (718) 739-
6400번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HCR은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
트에 대한 주택법을 집행합니다.

세입자에 대한 부당 행위 및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살펴보려면 HPD의 “임대주 및 세입자를 위한  
주택 수칙(ABC’s of Housing)” 사본을 311번으로 전화하거
나 311 ONLINE을 이용해 요청하십시오.

세입자 보호 계획

세입자 보호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세입자 보호 계획(Tenant Protection Plan, TPP)은 거주 건물
에서 공사가 진행될 동안 세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TPP는 적절한 비상 탈출구, 화재 
안전, 건강 기준, 안전한 주택 기준, 구조적 안전, 소음 제한 
및 난방과 온수 같은 필수 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임대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TPP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려면 DOB 웹 사이트 
nyc.gov/buildings를 방문해 세입자(Tenant) 탭을 선택하십
시오.

세입자 보호 계획은 언제 필요합니까?

거주 건물에 DOB 허가가 필요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TPP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사 작업에는 DOB의 허가가 필요합
니다. 하지만, 페인트칠이나 주방 캐비닛 또는 창문 교체와 
같은 단순 작업의 경우에는 DOB의 허가 및 TP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호 계획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임대주에게 건물 공사 관련 TPP 사본을 요청하거나 
nyc.gov/bis에서 DOB의 건물 정보 시스템(Buildings 
Information System, BIS)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세입자 보호 계획이 있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예. TPP에 관한 통지는 세입자에게 배포하거나 건물 로비 
및 건물의 모든 층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해야 하는 TPP 
통지의 샘플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TPP에 관한 불만 사항이나 TPP가 없는데 대한 불만 사항은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311 ONLINE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
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수리 또는 일반 유지 보수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 311번
으로 전화하십시오.

 건물에서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문제인 경우, OTA에 
(212) 393-2949번으로 전화하거나 TenantAdvocate@
building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LIVING SAFELY

NOTICE
RE: TENANT PROTECTION PLAN FOR OCCUPANTS

The NYC Department of Buildings has issued a permit for work in this requires a Tenant  

Protection Plan (TPP). Building occupants may obtain a paper copy of the TPP from the owner and  

may access the plan on the Department’s website at www.nyc.gov/buildings.

Address:

Below is th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eck one):

Site Safety  
Manager

Site Safety  
Coordinator

Superintendent of 
Construction

Owner/Owner’s  
Designee

Name: Phone Number:

Building occupants may call 311 to make complaints.

NYC Administrative Code § 28-104.8.4.3 requires the Owner to:

• Distribute this notice to each occupied dwelling unit; or

• Post this notice in a conspicuous manner in the lobby and

 - on each floor within ten feet of the elevator

 - if the building does not have an elevator, within ten feet of or int he main stairwell of each floor. 

TenantAdvocate@buildings.nyc.gov
TenantAdvocate@buildings.ny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