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 보존과 시행 및 근린 서비스 개발 사무소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FICE OF ENFORCEMENT AND NEIGHBORHOOD SERVICES)

‘납 문제 사전 대비(Get Ahead of Lead)’ 2021 년 3 월 브리핑
부동산 소유주님께,
주택 보존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는 일련의 분기별
온라인 공고 및 이메일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법에 따른 건물 소유주의 책임과 관련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각 공고는 관련 법률의 일정 측면을 중점으로 다루며,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른 언어로 이 공고 및 이전 공고를 열람하려면 HPD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본 간행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정보는 뉴욕시 주택 분야 법률과 관련된 소유주 및 세입자의 모든 의무에 대해
완전하거나 최종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 턴오버 기간 소유주의 책임
세대가 공실일 때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주거 세대의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 1960 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주는 지방 법 1(Local Law
1)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세대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둔
납 성분 페인트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최초 입주 당시 새 세입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무관). 1960~1978 년에 건축된 세대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납 성분 페인트에 대해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턴오버”라고 부릅니다. 건물 소유주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납 성분 페인트 관련 위험 요소와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모두
개선합니다. 최소한 습식 벗겨내기 및 페인트칠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어뜯을 수 있는 표면에 난 치아 자국을 증거로 납 성분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표면을
단단한 관통 방지 봉합재로 봉합합니다.
모든 문과 문틀의 마찰 표면에서 납 성분 페인트를 모두 제거합니다.
모든 창문의 마찰 표면에서 납 성분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마찰 표면의 창문 접합부
또는 슬라이더의 대체품을 설치합니다.
주거 세대의 노출된 바닥, 창턱, 윈도우웰을 모두 매끄럽고 깨끗하게 단장합니다.

모든 작업은 반드시 안전 작업 관행에 따라 적합한 인증 계약업체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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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감사
부동산의 납 성분 페인트 기록에 대한 감사 진행 시 아파트가 매번 턴오버 요건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기록을 소유주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해 B 등급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위반에 대한 벌금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아파트 당
$1,500 입니다. HPD 는 턴오버 점검 완료를 소유주가 문서화할 수 있도록 샘플 양식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공실 턴오버 규정 준수 관련 양식 샘플. 이 양식은 소유주가 턴오버 진행 및
완료 기록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검사
HPD 는 곧 6 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 모든 검사 중 턴오버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노후한 창문이나 문 마찰 표면에서 납 성분 페인트가 검출되거나 해당 성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세입자가 지방 법 1 의 발효 날짜인 2004 년 8 월 2 일 이후 턴오버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경우, 해당 세대는 C 등급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이 새로운 위반 사항은 전체
세대에 대해 21 일 이내로 창문 및 문 마찰 표면의 납 성분 페인트를 제거함으로써 아파트가 턴오버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검사 당시에는 긴급한 위험이 없지만, 턴오버 시점에
제거가 필요했을 창문 및 문 마찰 표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납 성분 페인트 위험
위반에 명시된 특정 창문 또는 문 마찰 표면에서 관찰된 납 성분 페인트 위험에 대한 위반과 다른
창문 및 문 마찰 표면에 대한 턴오버 작업 완료 둘 다 적절하게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위반 통지서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위반에 대한 시정일 연기를 요청하고 적발된 해당
턴오버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대한 벌금은 위반 당 일일 $250, 최대
$10,000입니다.

임대 개시 및 턴오버
소유주는 주거 임대/개시 통보(스페인어로도 제공)의 턴오버 요건과 규정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임대차 계약서, DOHMH 팸플릿 사본과 함께 새로운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대 통지서는 턴오버 요건 충족에 대한 소유주 확인에 덧붙여 새 세입자에게 6 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 세대에서 거주하는지 질문합니다(일주일에 일상적으로 10 시간 이상을 보냄을
뜻하는 '거주'의 새로운 정의 사용). 소유주는 반드시 2020 년 1 월 1 일 발효되었으며 '거주'의
새로운 정의가 포함된 임대 통지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여기에 링크되어 있으며, HPD
웹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21 년 6 월 12 일부터 더 낮은 수준의 납 오염 분진 기준 적용
지방 법 1 요건의 적용을 받는 세대 또는 건물 내 공용 공간의 방에서 2㎡ 이상(소규모인 경우 10%
초과) 페인트를 건드리는 작업 또는 HPD 납 성분 페인트 위반 또는 납 성분 페인트 관련 DO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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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발부 명령을 준수하는 모든 작업을 완료한 뒤, 소유주는 작업 공간 내에 남은 납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분진 채취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선 및 경감 작업을 한 계약업체나
소유주는 분진 채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 3자가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진 채취는 세 영역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작업이 이루어진 방에 창문이 있는 경우,
바닥, 창턱, 윈도우웰입니다. 분진 채취는 작업 공간을 마지막으로 청소한 뒤 최소 한 시간이 흐른
뒤 실시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치를 초과하는 납 오염 분진 수치는 오염으로
간주되며, 해당 수치가 검출된 모든 영역에 대해 청소와 검사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주거지
내에서 위의 분진 납 수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험실 검사를 받은 후에야, 작업 공간의
영구적인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가 완료되었으며 분진 검사 샘플이 이 섹션을
준수하여 수집된 경우에는 작업 공간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주거지 또는 거주 세대 세입자에게 모든 납 오염 분진 통과 시험 결과를 제공하고 최소 10년 동안
이 기록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납 오염 분진 샘플 결과가 다음의 수치보다 낮은 모든 구역은 재임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과
수치는 2019년 6월 낮춰졌으며 2021년 6월 12일 지방 법에 따라 또 한차례 낮춰졌습니다. 아래에서
이전에 허용된 수치와 2021년 6월 12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2019 년 6 월 12 일 이전에 채취된 샘플:
-바닥: 납 40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창턱: 납 250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윈도우웰: 납 400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2019 년 6 월 12 일~2021 년 6 월 12 일 사이에 채취된 샘플:
-바닥: 납 10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창턱: 납 50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윈도우웰: 납 100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2021 년 6 월 12 일 또는 그 후 채취된 샘플:
-바닥: 납 5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창턱: 납 40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윈도우웰: 납 100마이크로그램/평방 피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유주를 위한 도움말
•
•
•

납 성분 페인트 관련 HPD 웨비나인 아파트 턴오버 기간 중 소유주의 책임을 시청하고
턴오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PD 웨비나 납 성분 페인트가 사용된 건물 내 안전 작업 관행을 시청하십시오
HPD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위에 나열된 모든 양식과 납 성분 페인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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