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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주 대상 고지 사항 - 2019년 6월 
 

주택 보존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는 뉴욕시 

주택정비조례(New York City Housing Maintenance Code), 뉴욕주 다세대주택법(Multiple Dwelling 

Law) 및 관련된 기타 시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 건물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자원에 대한 새로운 법률 및 정보의 최신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고지는 납 성분 페인트 관련 기록에 대한 HPD의 감사와 최근의 반퇴거 법안에 따른 부동산 

소유주의 의무 및 해안가 폭풍 시즌 동안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들과 자신의 건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 밖에, 납 성분 페인트 책임, 연례 부동산 등록(2019년 

9월 1일까지 완료할 것), 자동 여닫이문 설치 위반 및 연례 빈대 신고(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한 

초과)에 대한 알림도 포함됩니다. 

 

이 출판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뉴욕 시 내 주택 분야 법률과 관련된 소유주 및 세입자의 모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 성분 페인트 기록 보관: HPD의 감사 

 

HPD는 Local Law 70 of 2019에 따라 Local Law 1 of 2004에 의거 부동산 소유주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 관련 기록 감사를 적극적으로 개시할 예정입니다. HPD는 감사를 위해 1960년 이전에 

건축된 여러 채의 주거용 건물(법적으로 확인된 카테고리 내에서)을 파악하고 기록 제출 명령서(Record 

Production Order)를 발급합니다.  

 

기록 제출 명령서(Record Production Order)는 부동산 소유주가 요청 후 45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각 주거 단위의 세입자에게 전달된 연례 질의서 사본, 

• 각 주거 단위의 세입자에게 받은 응답서 사본, 

• 사용된 작업 절차에 대한 문서 등 납 성분 페인트 위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이뤄진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 사본, 

• 사용된 작업 절차에 대한 문서를 포함하여 6세 미만 자녀가 거주하는 주거 시설 또는 건물 공동 

구역에 납 성분 페인트 또는 알 수 없는 납 성분 페인트를 은닉했다는 위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기록 사본, 

• 사용된 작업 절차 및 납 오염 오염물 제거 결과에 대한 문서 등 신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세대별로 이뤄진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 사본. 

게록 제출 명령서(Record Production Order)에 응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는 즉시 위험 등급인 "C" 등급 

위반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해당 건에 대해 1,000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또한 연례 신고 및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세대별로 필요한 

제거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HPD의 웹 사이트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납 성분 페인트 기록 유지, 관련 민사 처벌 및 기록 제출 

명령서(Record Production Order)에 응하는 사안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함께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file:///C:/Users/martinst/Downloads/Local%20Law%2070%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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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거 법안 

 

Local Law 101 of 2019(2019년 10월 발효)는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에게 주택 매입 제안을 할 경우 

부동산 소유주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현행법(주택정비조례(New York City Housing Maintenance Code) 27-2004(a)(48)(f-2)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 (A) (i) 당국 웹 사이트에서 HPD가 보고한 것과 동일한 커뮤니티 구역에 있는 주거 단위의 중간 

임대료, 또는 (ii) HPD가 웹 사이트에 보고한 것과 동일한 커뮤니티 구역에 있는 침실 수가 

동일한 거주 단위의 중간 임대료   

• (B) 해당 세입자가 현재 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이 있고 세입자가 당시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동일가의 임대료를 부담해도 전처럼 주거 세대와 침실 수가 같은 동일 커뮤니티 지역에서 동일 

주거 세대를 임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및 

• (C) 추가 요인 때문에 세입자가 현재 고용 상태 및 신용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거주 세대를 임대할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HPD는 통계적으로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거 단위에 대한 중간 임대료 관련 목록을 커뮤니티 

지역 및 침실 수로 구분하여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매입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임대주 및 세입자를 위한 주택 수칙 또는 HPD의 웹 페이지에서 

임차인 괴롭힘을 참조하십시오. 

 

Local Law 104 of 2019는 알려진 위험과 즉각적 위험 HPD 및 DOB 위반이 몇 건 있을 경우 건축물 

담당부서(Department of Buildings, DOB)에서 허가를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HPD의 기록에서 위반 

건을 지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대주는 허가를 신청할 준비를 하기 전에 부동산 

관련 위반 기록을 즉시 지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HPD에 의한 위반 사항 철회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최대 9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DOB가 허가를 거부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세대 수가 35세대 미만이고, 알려진 위험 또는 즉각적 위험 주택 유지 보수 규정 위반, 

또는 즉각적 위험 또는 주요한 건축법 위반이 세대 당 평균 세 건 이상인 경우, 또는  

• 건물 세대 수가 35세대 이상이고, 알려진 위험 또는 즉각적 위험 주택 유지 보수 규정 위반, 

또는 즉각적 위험 또는 주요한 건축법 위반이 세대 당 평균 두 건 이상인 경우. 

 

이 법안은 콘도미니엄 또는 코옵에 적용되지 않으며, DOB 또는 HPD의 미결된 위반 건을 교정하는 

허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허가, 특정 법원 소송 절차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리고 

특정 DOB 또는 HPD 프로그램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허가는 면제됩니다. 

 

HPD 자산 기록에서 오래된 위반 사항을 지우려면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건물에 위반 횟수가 몇 건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HPDONLINE에 접속하여 위반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위반 사항이 수정되었으면, 해지 요청 심사 또는 위반 정정 발급을 신청하십시오. 이 

프로그램들에 관한 모든 정보는 위반 및 명령 삭제(Clear Violations and Ord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le://///mshpdnetapp001m/home_ag$/dilellaa/AMS%20Projects/benchmark/Local%20Law%20101%20of%202019_Into%200059A.pdf
https://www1.nyc.gov/site/hpd/about/abcs-of-housing.page
https://www1.nyc.gov/site/hpd/renters/harassment.page
file://///mshpdnetapp001m/home_ag$/dilellaa/AMS%20Projects/benchmark/Local%20Law%20104%20of%202019_Intro%20975A.pdf
https://www1.nyc.gov/site/hpd/owners/compliance-clear-violation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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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폭풍 시즌 

 

뉴욕시의 해안가 폭풍 시즌은 8월에서 10월 사이 성수기가 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첨부된 문서는 귀하와 해당 세입자가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복구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비상 사태 대처법 , 2) 폭풍 전후 대비법: 숙지 사항 및 3) 뉴욕주 허리케인 대비 안내서. 이 문서는 

부동산 소유주인 당사자가 폭풍우 전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과 건물과 세입자가 비상 사태 특히 

해안가 폭풍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법에 따라 비상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자연 재해가 발생한 후, 그리고 24시간을 넘기는 

시설 가동 중단 사실을 통보 받은 후 건물 내 공용 구역에 비상 사태에 관한 정보를 임시로 게시해야 

합니다. 이 샘플 통지서를 보십시오. 

 

부동산 소유주 및 관리인은 거주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 계획 및 대피 문제도 고려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용 건물 소유주/관리인을 위한 비상 계획 및 대피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가이드에는 장애인 세입자 또는 장애인전용복도 및 기능적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 세입자를 위한 비상 통신망 및 대피 관련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재난 대응 의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HPD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disaster-response.page  
 

뉴욕시 특정 긴급 메시지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 NYC.gov/notifyNYC 를 방문하시고, 

해당 건물이 홍수 지역에 있는지 또는 홍수 지역 표지판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1.nyc.gov/assets/em/html/know-your-zone/knowyourzone.html  

 

공지 사항  
 

납 성분 페인트 

• 예비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공실 임대는 임대/입주 개시 고지문(영어 및 스페인어 둘 다)을 

포함해야 합니다(부동산 소유주는 둘 다 배포해야 함). 부동산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납 성분 

페인트에 관한 팜플렛(영어 및 스페인어 둘 다)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팜플렛은 HPD의 납 

성분 페인트 랜딩 페이지를 방문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소유주는 안전 작업 절차를 따르고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하여 아파트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비롯한 모든 표면에 영향을 미치는 마찰 및 충격을 개선하는 등 납 성분이 

포함된 모든 페인트 관련 위험을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 작업 및 개선 의무에 대한 상세 

정보는 Local Law #1 of 2004 작업 절차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납 성분 페인트를 다루는 책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재 기한은 2019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자동 여닫이문: 여러 개의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 출입문과 공공 복도 출입문은 화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자동 여닫이식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 여닫이문 설치 위반은 2019년 6월 

12일부터 C 등급 즉각적 위험 위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유주가 이 위반 사항을 제때에 시정하지 

못하면 HPD를 통해 긴급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건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를 통해 

청구됩니다.   

 

연례 빈대 신고 기한이 지났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출하십시오.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compliance/emergency-checklist.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compliance/before-and-after-storm.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compliance/before-and-after-storm.pdf
http://www1.nyc.gov/assets/em/downloads/pdf/hurricane_brochure_english.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EMERGENCY-NOTIFICATION.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Owners/emergency-planning-and-evacuations-guide.pdf
https://www1.nyc.gov/site/hpd/owners/disaster-response.page
file://///MSPNVI-HPDC01DN/homedir_vol1$/Boucharj/Preparedness%20Outreach/NYC.gov/notfiyNYC
http://www1.nyc.gov/assets/em/html/know-your-zone/knowyourzone.html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lead-paint-lease-occu-comm-child-inq-En.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lead-paint-lease-occu-comm-child-inq-En.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lead-paint-lease-occu-comm-child-inq-sp.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Fix-lead-paint-hazards-english.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Fix-lead-paint-hazards-english.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Fix-lead-paint-hazards-english.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Fix-lead-paint-hazards-spanish.pdf
https://www1.nyc.gov/site/hpd/owners/Lead-Based-Paint.page
https://www1.nyc.gov/site/hpd/owners/Lead-Based-Paint.page
http://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lead-ll1-guide-workpamphlet.pdf
https://www1.nyc.gov/site/hpd/owners/compliance-register-your-property.page
https://www1.nyc.gov/site/hpd/owners/ERP.page
https://hpdcrmportal.dynamics365portal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