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주 대상 HPD 2019년 1월 통지문 

본 이메일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 위험(Local Law 55 of 2018), 빈대 발생 보고(Local Law 
69 of 2017) 및 스토브 노브 커버 관련 규정(Local Law 117 of 2018) 준수에 대한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을 다시 알려드리기 위한 통지문입니다.  
 
본 통지문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통지문은 뉴욕시 주택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대한 소유주와 
세입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지만, 완전한 또는 최종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항원 위험(곰팡이 및 해충)  
 
Local Law 55 of 2018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부동산 소유주는 매년 육안으로 곰팡이, 
생쥐, 바퀴벌레, 쥐(실내 알레르기 유발 항원 위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법 
55(2018년)에 명시된 안전 작업 기준 및 뉴욕주 노동법 32항에 서술된 최소 작업 기준에 
따라 해당 위험을 시정해야 합니다. 
 
적발된 HPD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일정 및 증명 요건도 변경되었으니, 위반 사항 
통지문 패키지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HPD의 실내 알레르기 유발 
항원 위험 페이지를 방문하면 '시정 및 증명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D가 
제공하는 가이드인 '곰팡이 증명 서류 구비'를 통해 위반 사항 관련 판정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Local Law 61 of 2018은 위반 사항 적발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10세대 이상의 
건물의 소유주가 10제곱피트 이상의 면적에 대한 곰팡이 문제를 개선할 경우 인가된 두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곰팡이 개선 업자 및 곰팡이 평가 업자)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개선 인가를 받은 전문가는 NYC 환경보호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EP)에 곰팡이 개선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곰팡이 
평가 인가를 받은 전문가는 DEP에 개선 후 평가서 및 개선 후 곰팡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곰팡이 개선 및 평가 업체는 해당 서류 제출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하며, 귀하는 HPD 위반 사항 시정 증명 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된 곰팡이 개선 및 평가 업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labor.ny.gov/workerprotection/safetyhealth/mold/licensed-mold-contractors-
search-tool.shtm.  
 
다음 웹사이트에서는 필요한 통지문 및 팸플릿을 다운로드하고 실내 알레르기 유발 항원 
위험에 대한 소유주의 의무를 더욱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indoor-allergen-hazards.page.  
 
인가된 곰팡이 개선 및 평가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 작업 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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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law.justia.com/codes/new-
york/2015/lab/article-32/.  
 

빈대 
 
Local Law 69 of 2017에 따라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매년 각 세대에 대한 연간 빈대 
보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HPD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세대 주택의 빈대 발생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네 개 항목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물 내 세대 수 
2. 빈대가 발생한 세대 수 
3. 빈대 퇴치 조치를 실시한 세대 수 
4. 빈대 퇴치 조치를 실시한 후 빈대가 다시 발생한 세대 수 

연간 빈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메일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연간 빈대 보고서 제출 
영수증이 전달됩니다. 소유주는 이 영수증을 건물의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 시 또는 신규 계약 진행 시 제공해야 합니다. 제출 영수증 게시 또는 
제공 시에는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s notice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removal of bedbugs 게시 또는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보고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입니다.  
 
참고: 당국은 지속적으로 소유주가 신청서를 등록하고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는 빈대 
포털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포털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면, 오늘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설명 및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PROS 또는 
전자인증서 계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청서를 위해 새로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HPD 집행 데스크(Enforcement Desk) 확인 이메일에 응답하여 사용자 계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빈대 보고 요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bedbugs.page.  
 
스토브 노브 커버 
 
2018년 12월 5일부터 행정법 §27-2046(Local Law 117 of 2018)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나 세입자가 있는 공동 주택 또는 콘도의 소유주는 세입자 세대에 여섯 살 미만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스 사용 스토브를 위한 스토브 노브 커버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스토브 노브 커버 설치에 대한 annual notice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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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 노브 커버 관련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stove-knob-covers.page. 
 
소유주 책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homeowne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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