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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문제 사전 대비(Get Ahead of Lead)’ 2021년 10월 브리핑 
 

부동산 소유주께, 

 

주택보존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는 일련의 분기별 공고 

및 이메일을 통해 건물주에게 법에 따른 건물주의 책임과 관련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각 

공고는 관련 법률의 한 측면을 중점으로 다루며,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공고는  HPD의 웹페이지의 Briefings에서 2주 이내에 다른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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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의: 지방법 제 1조(2004년 개정)의 페인트 납 함량 요구사항 변경 
 

지방법 제 1조(2004년 개정)라고도 알려져 있는 NYC의 어린이 납 중독 방지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납 기반 페인트의 정의는 1.0mg/cm2 이상의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입니다.  납 페인트 

함량을 확인하는 방법: 

 

• 자격이 있는 납 검출원 또는 위험 평가원이 수집한 페인트 조각 샘플의 실험실 분석 결과,  

• 또는 현장에서 자격이 있는 납 검출원 또는 위험 평가원이 사용할 수 있는 X선 형광 

분석기(XRF)라는 기기의 테스트 결과. 이 기기는 “action level”이라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테스트를 거쳐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은 기기가 검사한 한계 수준 및 검증이 완료된 기기의 결과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명시한 성능 특성 시트(PCS)의 발행으로 공식화됩니다.   

 

2021년 12월 1일, 지방법 제 66조(2019년 개정)와 주택보존개발부(HPD)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납 기반 페인트의 정의는 실험실 분석 결과 또는 PCS 인증을 받고 0.5 mg/cm2 한계 수준으로 

프로그램된 XRF의 분석 결과, 납 성분이 0.5 mg/cm2 이상 검출된 페인트로 개정됐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0.5 mg/cm2 한도로 테스트한 Viken Detection Model Pb200i XRF에 PCS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기가 0.5 mg/cm2 한도로 PCS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뉴욕시에서 XRF 테스트를 수행할 때 이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0.5 mg/cm2 한도로 테스트한 Viken Detection Model Pb200i의 PCS가 분류한 결과: 

• 기기에 의해 0.6 mg/cm² 이상의 납 성분이 측정되었을 때, 납 기반 페인트 양성 

• 기기에 의해 0.4 mg/cm² 이하의 납 성분이 측정되었을 때, 납 기반 페인트 음성   

• 기기에 의해 0.5 mg/cm²의 납 성분이 측정되었을 때, 판정 불가.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FICE OF ENFORCEMENT AND NEIGHBORHOOD SERVICES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lt1064346.bmetrack.com%2Fc%2Fl%3Fu%3DCF44BA5%26e%3D133B8B1%26c%3D103D9A%26t%3D1%26l%3DAFBA131C%26email%3DETtDt9WEJ1LVXl%252F1zPgIkS6KvxYxQGbA%26seq%3D1&data=04%7C01%7CColladoJ%40hpd.nyc.gov%7Cfa10c78f3879481578e608d993240cda%7C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7C0%7C0%7C63770260531673918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15y%2BSgGwksZcRXkMLTImDN%2Fw%2Fjwrao9TE16JDs75Fl4%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clt1064346.bmetrack.com%2Fc%2Fl%3Fu%3DCF44BA5%26e%3D133B8B1%26c%3D103D9A%26t%3D1%26l%3DAFBA131C%26email%3DETtDt9WEJ1LVXl%252F1zPgIkS6KvxYxQGbA%26seq%3D1&data=04%7C01%7CColladoJ%40hpd.nyc.gov%7Cfa10c78f3879481578e608d993240cda%7C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7C0%7C0%7C637702605316739184%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15y%2BSgGwksZcRXkMLTImDN%2Fw%2Fjwrao9TE16JDs75Fl4%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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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페인트에서 납 성분을 더 민감하게 검출해야 함에 따라, 이전에 XRF 기기를 사용해 

1.0mg/cm2 한도로 한 테스트에서 음성을 받은 표면이라도, 2021년 12월 1일 이후부터 요구되는 

기준인 인증받은 기기의 0.5 mg/cm2 한도로 한 테스트에서 양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 소유자에게 무슨 뜻인가요? 

 이 변경 사항은 지방법 1조의 모든 요구 사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함되지만 국한되지는 않는 

사항: 

• 납 기반 페인트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HPD 위반 통지서 

• 세대가 바뀔 때 적용되는 요구 사항의 준수 

• 2025년부터 지방법 제 1조에 따른 모든 세대의 XRF 테스트 요구 사항 준수 

• HPD가 공표한 납 기반 페인트 면제 

 

각 절차와 관련된 변경 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자주 묻는 질문 서류를 

주의 깊게 검토하세요.   

 

변경 사항이 HPD 위반 사항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 현재: HPD는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6세 이하의 어린이가 거주할 경우, 외관 

점검과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 XRF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o XRF 기기에 따라 페인트의 납 성분이 1.0 mg/cm² 이상일 경우, 페인트는 

양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HPD가 납 기반 페인트 위험 관련 위반을 발부합니다. 

소유자는 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o XRF 기기에 따라 페인트의 납 성분이 0.9 mg/cm² 이하일 경우, 페인트는 

음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HPD가 납 기반 페인트 위험 관련 위반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o 지방법 제 1조에 규정된 추정 규정에 따라, 페인트가 테스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납 기반 페인트로 의심됩니다. 만약에 검출원이 페인트가 벗겨진 아파트에 6세 

이하의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 당시에 검출원 또는 후속 

조사에서 HPD에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HPD는 납 기반 페인트 위험 관련 

위반 의심을 발부합니다. 소유자는 페인트에 1.0 mg/cm2 미만의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실험실 분석 또는 XRF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 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XRF 테스트는 반드시 1.0 mg/cm2 한도에서 PCS 

인증을 받은 기기로, 1.0 mg/cm2 한도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1일 실시: HPD 검출원은 같은 과정으로 검사를 진행하지만, 0.5 mg/ cm2 

한도로 PCS 인증을 받은 XRF 기기를 사용해, 0.5 mg/cm2 한도로 설정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o XRF 기기에 따라 페인트의 납 성분이 0.6 mg/cm² 이상일 경우, 페인트는 

양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HPD가 납 기반 페인트 위험 관련 위반을 발부합니다. 

소유자는 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o XRF 기기에 따라 페인트의 납 성분이 0.4 mg/cm² 이하일 경우, 페인트는 

음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HPD가 납 기반 페인트 위험 관련 위반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o 지방법 제 1조에 규정된 추정 규정에 따라, 페인트가 테스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납 기반 페인트로 의심됩니다. 기존의 절차와 동일하게, 만약에 검출원이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lead-based-paint-threshold-faq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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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가 벗겨진 아파트에 6세 이하의 아이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그 

당시에 검출원 또는 후속 조사에서 HPD에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HPD는 납 

기반 페인트 위험 관련 위반 의심을 발부합니다. 소유자는 페인트에 0.5 mg/cm2 

미만의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실험실 분석 또는 XRF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 

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XRF 테스트는 반드시 0.5 mg/cm2 

한도에서 PCS 인증을 받은 기기로, 0.5 mg/cm2 한도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o 0.5 mg/cm2의 납 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는 “판정 불가”로 테스트 되며, 납 기반 

페인트로 의심됩니다.  HPD는 이 결과에 관한 새로운 위반 명령 번호로 납 기반 

페인트 위험 관련 위반 의심을 발부합니다. 소유자는 페인트에 0.5 mg/cm2 미만의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실험실 분석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만 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XRF 테스트는 이의 제기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