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PD의 2019년 4월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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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주택정비조례(New York City Housing Maintenance Code) 및 뉴욕주 

다세대주택법(Multiple Dwelling Law)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 건물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및 자원에 대한 새로운 법률 및 정보의 최신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이메일은 실내 알러젠(곰팡이 및 해충이라고도 함, Local Law 55 - 2018, 자동 

여닫이문에 대한 관련 정보(Local Law 111 - 2018), 납 오염 분진과 관련된 Local Law 1 
- 2004항에 대한 개정과 관련하여 재검사 및 환경 개선에 관한 부동산 소유주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고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고지는 뉴욕 시 내 주택 분야 법률과 관련된 소유주 
및 세입자의 모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 알러젠(곰팡이 및 해충) 

 

Local Law 55 - 2018에 따라 2019년 1월 19일부로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주는 

육안으로 보이는 곰팡이, 생쥐, 바퀴벌레 및 쥐(실내 알러젠)에 대한 개체수를 매년 

검사하고, 현지법(Local Law) 55(2018년)에 명시된 안전 작업 수칙 및 Article 32 - New 
York State Labor Law에 요약된 최소 작업 표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A등급 또는 B등급 곰팡이 규제 위반 사항을 정정 및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HPD는 환경 개선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인증 받지 않은 

A등급 위반은 B등급 위반으로 형량이 가중됨으로써 해당 위반과 관련된 민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증 받지 않은 B등급 위반은 C등급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의 적절하게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HPD가 긴급 복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HPD가 이 추가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이를 즉시 시정하고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96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6세 미만 어린이가 살고 있고 주거용 건물 페인트 

표면에 곰팡이가 발견되어 페인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였을 경우, 해당 표면에 

납성분 페인트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으면 곰팡이 퇴치 및 환경 복원 

면허(mold remediation license)를 소지한 납성분 제거업체를 불러 곰팡이 생식 조건 및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곰팡이 및 해충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충을 유인하고 습기가 자랄 수 있게 

하는 누수 및 습기 조건을 예방하거나 이를 빠르게 처치하는 것입니다. 
 

 

https://www1.nyc.gov/assets/buildings/local_laws/ll55of2018.pdf
https://www1.nyc.gov/assets/buildings/local_laws/ll55of2018.pdf
https://www1.nyc.gov/assets/buildings/local_laws/ll111of2018.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lead-local-local1-2004.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lead-local-local1-2004.pdf
https://www1.nyc.gov/assets/buildings/local_laws/ll55of2018.pdf
https://law.justia.com/codes/new-york/2015/lab/article-32/
https://law.justia.com/codes/new-york/2015/lab/article-32/


필수 고지 및 팜플렛을 다운로드하고 해충 등 실내 알러젠 위험을 시정하는 소유주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indoor-allergen-hazards.page 

 

인가된 곰팡이 제거 하청업체에게 있어야 할 최소 작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law.justia.com/codes/new-york/2015/lab/article-
32/ 

 

** 
 

 

자동 여닫이문 

 

현행법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내부 통로(예: 복도) 및 계단과 연결된 출입문은 자동 

여닫이식이어야 합니다(아파트 출입문과 건물 외부 출입문도 포함). 부동산 소유주는 

출입문에 오버헤드형 여닫이, 업소용 출입문 여닫이 또는 바닥 스프링식 여닫이 등의 

장치를 달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 여닫이문은 올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자동 

여닫이문은 화재가 확산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주거 시설 등 추가 재산 피해를 

막아줍니다. 

 

2019년 6월 13일부로 Local Law 111 - 2018에 따라, 자동 여닫이문을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위험 위반 대상자(C등급)가 되고, 부동산 소유주가 

21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고 HPD에 시정을 확인하라는 조치가 내려질 경우 

HPD에서 긴급 수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리 비용은 부동산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소유자가 지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뉴욕 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세금 미납으로 인한 

유치권을 적용합니다. 세금 미납으로 인한 유치권에는 이자가 발생하며 해당 소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 및/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는 규정 미준수와 관련된 민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Local Law 115 - 2018항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피할 때 세입자에게 

집의 출입문을 닫으라는 통지서를 붙여야 합니다. 

 

다른 화재 안전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D 웹 페이지에 접속하여 난로 손잡이 덮개 

및 화재 탐지기를 살펴보십시오. 해당 주거용 건물의 화재 예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PD의 화재 안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납성분 함유 분진 

 

 

납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중독은 6세 미만만 어린이에게 성장 발달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Local Law 1 - 2004에 따르면 1960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 또는 

1960~1978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의 부동산 소유주는 6세 미만 어린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 납성분 페인트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indoor-allergen-hazards.page
https://law.justia.com/codes/new-york/2015/lab/article-32/
https://law.justia.com/codes/new-york/2015/lab/article-32/
https://www1.nyc.gov/assets/buildings/local_laws/ll111of2018.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local-law-115-2018.pdf
https://www1.nyc.gov/site/hpd/owners/stove-knob-covers.page
https://www1.nyc.gov/site/hpd/owners/Smoke-carbon-monoxide-detectors.page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Owners/fire-safety-landlord.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lead-local-local1-2004.pdf


 

납성분 페인트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납성분 페인트 분진이 남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분진 청소 제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납성분 페인트가 도포되었고 

6세 미만 어린이가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1960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을 대상으로 한 

HPD 위반, 보건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의 제거 명령 

또는 합법적 수리 또는 개조 작업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1일부로, 실시된 모든 분진 제거 테스트는 납성분 페인트 분진이 남지 

않도록 아래에 열거된 새 청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 관련 분진 한계값은 다음과 

같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 기존 표준 새 표준 

바닥 40mcg/ft2 10mcg/ft2 

창턱 250mcg/ft2 50mcg/ft2 

창문 앞뜰 400mcg/ft2 100mcg/ft2 
 

 

납성분 페인트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인증된 EPA 하청업체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올바른 인증을 받은 독립기관에서 수행하는 분진 제거 테스트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청소 및 분진 제거는 각 구역에 대한 분진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납성분 함유 분진이 한도값 이상 남지 않았음이 표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적격 하청업체는 해당 요구 사항을 숙지할 것이며, 당사자 역시 

이를 숙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 11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실시된 분진 

테스트에서 새로운 최대 수준을 초과하는 분진 제거 규제해제준위를 제출하면 HPD 

인증이 거부됩니다. 

 

분진 제거 등 납성분 페인트 위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소유주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Lead-Based-Paint.page 

 

*** 

 

 

부동산 소유주로서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homeowner.page 

 

부동산 소유주가 게시, 정리 또는 배포해야 할 등록, 서명 및 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hpd/owners/required-signage.page 

https://www1.nyc.gov/site/hpd/owners/Lead-Based-Paint.page
https://www1.nyc.gov/site/hpd/owners/homeowner.page
https://www1.nyc.gov/site/hpd/owners/required-signag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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