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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FICE OF ENFORCEMENT AND NEIGHBORHOOD SERVICES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공고 – 2021년 2월 

 
부동산 소유주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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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규정(New York City Housing Maintenance Code), 뉴욕주 집합주택법(New York State Multiple 

Dwelling Law), 기타 관련 시 법령 준수를 위해 주거 건물 소유주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및 리소스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 다른 언어로 이 공고 및 이전 공고를 

열람하려면 HPD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본 출판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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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례 빈대 등록  

2022년 2월부터 연례 빈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다주택 소유주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PD)에 연례 빈대 보고서를 

제출하고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년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HPD의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2021년 10월 공고를 참조하십시오. 이 제출 

마감일은 지났지만,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준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위 링크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의 인증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반 사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창문 보호대 연간 통지 

1월 1일~15일 사이에 세입자가 귀하에게 아파트 내에 10세 이하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지 

알리도록 요청하는 창문 보호대 연간 통지를 모든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10세 이하의 아동이 

있거나 세입자가 창문 보호대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는 1층 화장실 및 아파트 내부에 있는 발코니나 

테라스로 통하는 창문, 해당하는 경우 각 공용 공간의 창문에 승인된 창문 보호대를 적절히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대피로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 2층 이상에 화재 대피로가 있는 건물의 필수 

2차 대피로인 1층 창문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건물이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경우, 납 성분 페인트 요건과 관련하여 세입자에게 세대원 중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지와 창문 

보호대와 관련하여 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지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이 담긴 연간 통지를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세입자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10세 이하의 아동이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지 

반드시 아파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동이 거주하는 경우, 승인된 창문 보호대가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에 적절한 시간을 찾으려는 합당한 노력을 해야 

https://www1.nyc.gov/site/hpd/index.page
https://www1.nyc.gov/site/hpd/index.page
https://hpdcrmportal.dynamics365portals.us/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bedbugs.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bedbugs.page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oct-2021-maintenance-bulletin.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lead/lead-annual-notice.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lead/lead-annual-noti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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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 또는 수리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귀하의 방문을 거부하여 3월 

1일까지 점검 및 필요한 창문 보호대 설치 및 수리를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황을 설명한 서신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 Window Falls Prevention Program  

125 Worth Street: 6th floor - Box CN 58 

New York, NY 10013 
 

해당 서신에는 협조하지 않는 건물 내 세입자의 명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타 필수 내용: 

• 귀하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 

• 귀하가 아파트를 검사해야 한다고 세입자에게 알린 날짜 및 시각. 

• 주말 및 저녁 시간을 포함하여 귀하가 아파트에 방문하려고 시도했던 날짜 및 시각. 

• 협조하지 않는 세입자의 아파트 호수, 성명, 연락처 정보. 

창문 보호대에 대해 소유주가 알아야 할 추가 정보는 정신위생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연례 통지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연간 통지(스토브 노브 커버에 

대한 HPD 웹사이트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는 연례 통지 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 소유주는 6세 미만 아이의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를 

요구한 모든 가정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임대주에게 서면 거부를 보내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서면 거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정에 6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한다는 것을 소유주가 인지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이를 인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하는 모든 가정에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 거부에 대한 증거 기록, 거주 세대의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요청, 소유주가 6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이를 인지하여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를 제공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소유주의 

의무입니다. 소유주는 HPD에 알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알레르기 위험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2018년 지방법 제 55조에 따라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쥐, 바퀴벌레, 들쥐 및 곰팡이 등의 실내 알레르기 위험에 대한 연례 점검을 시행하고 

세입자 또는 HPD로부터 받은 민원에 대응해야 합니다. 신규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공실인 세대를 철저히 청소하고 해충과 곰팡이가 없도록 하십시오. 

o 조사 보고서 샘플 

https://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window-guards.page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annual-notice-stove-knob.pdf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stove-knob-covers.page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527368&e=F20C7D&c=103D9A&t=1&l&email=S1hSkETK85qJHjAUUSewr3zBjzlZ2TJR&seq=1
http://clt1064346.benchurl.com/c/l?u=9527368&e=F20C7D&c=103D9A&t=1&l&email=S1hSkETK85qJHjAUUSewr3zBjzlZ2TJR&seq=1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indoor-allergen-hazards-sample-investigative-report.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indoor-allergen-hazards-sample-investigative-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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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시설 내 알레르기 유발원과 지방법 제 55조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주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 그리고 실내 알레르기 유발원이 없는 건물을 

유지해야 할 부동산 소유주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충 관리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통합 해충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를 

이용하여 해충을 관리하십시오. 해당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습기 등의 기반 결함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할 때에는 지방법 제 55조 섹션 27-2017.9와 뉴욕시 규정 

28조 섹션 54-04에 명시된 안전 작업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IPM 요건. 

• 곰팡이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곰팡이 개선 및 각 건물에 대한 특정 요건(작업 지침 및 

계약자 필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레르기 위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대체 집행 프로그램(AEP) 

HPD는 대체 집행 프로그램(AEP)에 참여할 250개의 열악한 다세대 주택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에는 주택 관리법의 "B" 등급 위험 및 "C" 등급 긴급 위반 사항의 수와 이에 대해 HPD가 수행할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긴급 수리 비용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문제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긴급 수리 비용 청구, 선취특권 적용 및 상당한 수수료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잦은 점검과 시스템 교체 및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Orders to Correct)이 발부됩니다. 위반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C등급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물이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된 경우 AEP(212-863-8262)에 연락하십시오. 

 
 

저소득 가구 수도 지원 프로그램(LIHWAP) 

저소득 가구 수도 지원 프로그램(LIHWAP)은 저소득 가구가 식수와 폐수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수 및/또는 폐수 서비스에 대한 연체된 청구서가 있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LIHWAP는 실제 식수 및/또는 폐수 체납량을 기준으로 한 혜택으로, 식수 또는 폐수 공급 업체당 

최대 2,500달러, 또는 식수와 폐수 서비스를 합친 경우 신청 가구당 최대 5,000달러입니다. 혜택은 

가정의 식수공급업체 및/또는 폐수 처리업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여부와 신청방법은 저소득가구 수도 지원 프로그램(LIHWAP) | OTDA(ny.gov)를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상환 약정  

건물의 합법적 점유자와 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가 건물을 떠나는 경우, 모든 매수 계약 

정보를 실행 후 90일 이내에 buyoutagreement@hpd.nyc.gov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이아웃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Buyout Agreement website을 방문하십시오.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asthma/local-law-55.pdf?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January_Maintenance_Requirements_for_Property_Owners&utm_medium=email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asthma/local-law-55.pdf?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January_Maintenance_Requirements_for_Property_Owners&utm_medium=email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asthma/local-law-55.pdf?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January_Maintenance_Requirements_for_Property_Owners&utm_medium=email
https://www1.nyc.gov/site/doh/health/health-topics/pests-and-pesticides-building-owners.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indoor-allergen-hazards-mold-and-pests.page?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January_Maintenance_Requirements_for_Property_Owners&utm_medium=email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alternative-enforcement-program-aep.page
https://otda.ny.gov/programs/water-assistance/
https://otda.ny.gov/programs/water-assistance/
mailto:buyoutagreement@hpd.nyc.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1.nyc.gov%2Fsite%2Fhpd%2Fservices-and-information%2Fbuyout-agreement-law.page&data=04%7C01%7CColladoJ%40hpd.nyc.gov%7C502d08c61f5b4a25904608d9e511918b%7C32f56fc75f814e22a95b15da66513bef%7C0%7C0%7C63779268587565626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lH%2FAJKteufexhk23aL0lqo4khK61n%2FhNOPXq5jqW64s%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