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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주님, 
  
주택 보존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에서는 뉴욕시 주택 

관리법(New York City Housing Maintenance Code)과 뉴욕주 다세대주택법(New York State Multiple 

Dwelling Law)의 규정 준수를 위해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자원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 HPD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른 언어로 이 공고 및 

지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출판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정보는 뉴욕시 주택 분야 법률과 관련된 소유주 및 세입자의 모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대상 긴급현금지원 관련 정보 
 
귀하와 세입자가 뉴욕시 긴급 임대료 지원(일명 “긴급현금지원(One-Shot Deals)”)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새 지침을 제공합니다. 긴급현금지원은 사회보장국/인적자원 관리국에서 

관리하며 뉴욕시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임대료 지급일을 놓친 경우, 또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모기지 납입일을 놓치거나 유지보수 비용 및 부동산세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연체금이 발생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는 시 정부에서 퇴거와 노숙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원한 

중요한 방책입니다. 
  
동봉한 전단지에 입주민의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한 지침과 신청 절차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시 거주자인 경우 예전에 지원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이번 긴급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일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이 새 지침을 적절한 곳에 게시하여 세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청자는 Access HRA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완료하고 케이스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계정이 

없는 경우 하나 만들면 됩니다.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DIVISION OF CODE ENFORCEMENT 
94 Old Broadway, 7th Floor New York, NY 10027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r1064346.hpd.nyc.gov/c/l?u=A87DE4C&e=10989DF&c=103D9A&t=0&l=&email=Ucn1KffuxlTVXl%2F1zPgIkS6KvxYxQGbA&seq=1&data=02|01|OLAGOKEU@hpd.nyc.gov|ff6f0b046f9747ff532908d819479a46|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0|0|637287142609839681&sdata=6972EEJAiTEErtCasWb5lxnewXJN+4s07sjR5ybkzVQ=&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1.nyc.gov/assets/hra/downloads/pdf/benefits/Emergency-Rental-Assistance-Grant-Flyer.pdf&data=02|01|OlagokeU@hpd.nyc.gov|203576a7872e45fc4dc508d85e72de85|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0|0|637363195351628687&sdata=mMrglOPTsqllXxmq1k60aCKihhHC3QMowo7uKi3QM8E=&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1.nyc.gov/assets/hra/downloads/pdf/benefits/Emergency-Rental-Assistance-Grant-Flyer.pdf&data=02|01|OlagokeU@hpd.nyc.gov|203576a7872e45fc4dc508d85e72de85|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0|0|637363195351628687&sdata=mMrglOPTsqllXxmq1k60aCKihhHC3QMowo7uKi3QM8E=&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a069-access.nyc.gov/accesshra/&data=02|01|OlagokeU@hpd.nyc.gov|203576a7872e45fc4dc508d85e72de85|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0|0|637363195351638645&sdata=dHEQUdMndUJ8IxtNp3ibZ8OnhsOOeAvBvuimIbGbHsA=&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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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세입자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뉴욕시 세입자 헬프라인(311)으로 

전화하여 “세입자 헬프라인(Tenant Helpline)”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난방 기간 도래 
 
뉴욕시의 난방 기간은 10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주는 일중 

온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가 화씨 55도(섭씨 약 12.7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마다 실내 

온도를 최소 68도(섭씨 20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외 기온과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실내 온도를 반드시 화씨 62도(섭씨 약 16.7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보일러가 월동 준비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건축물 담당 부서(Department of Buildings, DOB)에 보일러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물인 경우, 보일러 검사를 완료하고 권고를 받은 수리 문제(있는 경우)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일러 정기 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o 세대 수 6세대 이상 

o 6세대 미만이나 보일러 용량이 350,000 btu/hr 이상인 건물 

o 복합 용도 건물 
o SRO (Single Room Occupancies)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DOB 보일러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공고: 부동산 등록 
 
부동산 등록 기한은 9월 1일까지입니다. 등록 대상과 등록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HPD 웹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등록 지원부(Registration Assistance Unit)에 

이메일(Register@hpd.nyc.gov) 또는 전화(212-863-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국에서는 현재 직접 방문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례 빈대 보고서: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정비 조례 27-2018.1항 및 27-2018.2항에 따라 다세대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는 매년 건물 

입주자로부터 빈대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정보와 일 년간의 소유주 활동을 

바탕으로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에 

https://www1.nyc.gov/site/buildings/safety/boiler.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register-your-property.page
mailto:Register@hpd.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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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빈대 보고서(Bedbug Annual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수의 주거지에 대하여 

빈대 발생 및 박멸 수단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연례 빈대 보고서는 전자 파일 

형식으로 HPD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주에게는 HPD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임대차 계약이 시작 

또는 갱신되는 시점에 입주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다세대 건물 내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 

보고서를 게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소유주는 입주자에게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였는지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다음 보고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입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연례 빈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주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세대 수. 다세대 건물에 속한 모든 세대 수입니다(입주자 유무와 무관). 

2. 해충이 발생한 세대 수.  세입자가 보고했거나 다른 경로로 부동산 소유주가 파악한 정보에 

따라 보고 기간에 빈대가 발생한 적이 있는 세대 수입니다(이후 보고서에도 매년 발생 

사실이 있었던 세대 수 포함). 

3. 해충을 박멸한 세대 수.  보고 기간 내에 해충 박멸 조치를 취한 세대 수입니다.  

4. 해충이 다시 발생한 세대 수.  해충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세대 수입니다. 이후 보고서에도 

매년 발생 사실이 있었던 세대 수 포함. 
 
보고할 다세대 건물을 등록해야 하나요? 예. 건물을 HPD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주는 온라인 부동산 등록 시스템(Property Registration Online System, PROS)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용 건물도 연례 빈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7-2018.1항과 27-2018.2항은 상용 건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호텔은 상용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이므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소유한 건물에 빈대가 없어도 연례 빈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   
 
부동산 소유주가 빈대 발생 기록을 제출할 때 거주 세대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다세대 건물의 경우 

집계된 형태의 빈대 발생 기록 보고서를 건물당 하나만 제출하되, 여기에 모든 세대의 해충 발생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거주 세대별로 해충 발생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님).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bedbugs.page?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October_2020_Property_Owners_Bulletin&utm_medium=email
https://a806-pros.nyc.gov/PROS/mdRInternet.html?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October_2020_Property_Owners_Bulletin&utm_medium=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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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빈대 발생 기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전에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을 합당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빈대가 있는지 검사, 조사 및 박멸 처리했으며 입주자가 보고 

기간 내에 빈대가 있다고 불만을 접수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주는 그 세대를 보고 

기간 동안 빈대가 발생한 거주 세대 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세대 건물의 경우 거주 

세대 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그 세대도 보고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가능한 한 모든 

세대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건물마다 새 계정을 등록해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주 한 사람이 

계정을 하나 만들어 그 계정에 각 다세대 건물의 빈대 발생 기록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다세대 

건물의 경우 건물마다 해충 발생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한 다세대 건물 전체의 해충 발생 

기록을 모두 집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 파일로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부가적인 요건이 있나요? 예. 부동산 소유주가 보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연례 빈대 보고서 제출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또는 신규 공실 임차 계약을 시작할 때 세입자에게 

이 제출 영수증 사본을 한 부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이러한 전자 파일 양식을 다세대 건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에서 고지한 빈대 관련 정보 공지사항을 배포 또는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공지에서는 빈대 발생 방지, 탐지 및 박멸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양식은 연례 빈대 

보고서 제출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연례 빈대 보고서 제출 영수증 템플릿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세입자에게 나누어주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 아니요. 부동산 소유주는 HPD에서 제공한 전자 파일 형식을 

배포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27-2018.1항과 27-2018.2항은 공동주택(Co-op)에도 해당되나요? 예.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도 실거주 세대 소유자는 빈대 발생 기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실거주 세대 

소유자가 해당 정보를 공동 주택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해충 발생 

기록을 하나로 취합하여 HPD에 제출합니다.   
 
27-2018.1항과 27-2018.2항은 콘도미니엄에도 해당되나요? 예.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콘도 세대의 경우에도 실거주 세대 소유자는 빈대 발생 기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실거주 세대 

https://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bedbugs-information-for-landlords-and-building-managers.page?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October_2020_Property_Owners_Bulletin&utm_medium=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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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해당 정보를 콘도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해충 발생 

기록을 하나로 취합하여 HPD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제출 기간 중에 공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도 연례 빈대 보고서를 나눠주어야 하나요? 연례 빈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된 임차 계약의 경우, 부동산 소유주가 계약 시작 

시점에 빈대 발생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연장되나요? 아니요. 1차 제출 기한은 연장되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주는 12월 31일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례 빈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빈대 포털에 액세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HPD에 이메일(enforcementdesk@hpd.nyc.gov)을 

보내 신고해주세요. 

연례 빈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위반 

경고를 발송합니다. 
 

about:bl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