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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주 공고 - 2021년 11월 
 
부동산 소유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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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정(New York City Housing Maintenance Code), 뉴욕주 복합거주법(New York State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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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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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D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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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업데이트(아래에 세부 사항) 

12월 1일: 2004년 지방법 제1조 요건이 적용되는 페인트의 납 함량 변경 

12월 1일~12월 31일: 연례 빈대 신고(온라인) 

1월 15일: 6세 미만 아동 유무 여부 관련 납 성분 페인트 연례 조사 - 1960년 이전 지어진 

건물의 모든 세입자에게 전달 

1월 15일: 11세 미만 아동 유무 여부 관련 창문 보호대 연례 조사 - 다세대 주택(3개 세대 

이상 있는 건물)의 모든 세입자에게 전달  

 

2022년에 필요한 기타 고지 및 검사 

실내 알레르기 위험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 

 

 

납 성분 페인트  

12월 1일부터 2004년 지방법 제1조 요건이 적용되는 페인트의 납 함량 변경 

 
• 2021년 12월 1일, 2019년 지방법 제66조와 주택보존개발부(HPD)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납 

성분 페인트의 정의는 실험실 분석 결과 또는 성능 특징 시트(Performance Characteristic 

Sheet, PCS) 인증을 받고 0.5mg/cm2 한계 수준으로 프로그램된 XRF의 분석 결과, 납 성분이 

0.5mg/cm2 이상 검출된 페인트로 변경됐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0.5mg/cm2 한도로 

테스트한 Viken Detection Model Pb200i XRF에 PCS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기가 0.5mg/cm2 한도로 PCS 인증을 받기 전까지 뉴욕시는 XRF 

테스트를 수행할 때 이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FICE OF ENFORCEMENT AND NEIGHBORHOOD SERVICES  

https://www1.nyc.gov/site/hpd/index.page
https://www1.nyc.gov/site/hpd/index.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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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경 사항에 관한 세부 정보는 2021년 10월 납 공고(October_2021 Lead Bulletin) 또는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참고하십시오. 두 자료 모두 HPD 웹페이지의 브리핑(briefings) 

섹션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례 빈대 신고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HPD에 연례 빈대 신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빈대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0월 공고 또는 HPD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납 연례 통지 및 창문 보호대 연례 통지(1월 1일~1월 16일) 

 

뉴욕시 법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건물에서는 1월 1일에서 1월 16일까지 세입자들에게 납 성분 

페인트와 창문 보호대 관련 연례 통지를 배부해야 합니다. 배부한 연례 통지는 세입자들로부터 2월 

15일까지 돌려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통지가 모두 필요한 건물의 경우, 각 연례 통지를 개별로 

배부하거나 승인된 통합 서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문 보호대  

부동산 소유주는 반드시 연례 통지를 이용하여 10세 이하 아동이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세 이하 아동의 거주가 확인되면 소유주는 반드시 아동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 1층 화장실 창문 

및 발코니나 테라스로 이어지는 창문을 비롯해, 공용 공간이 있는 경우 공간 내의 각 창문을 포함한 

모든 창문에 인증된 창문 보호대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대피로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 2층 이상에 화재 대피로가 있는 건물의 필수 2차 대피로인 1층 창문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10세 이하 아동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창문 보호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 성분 페인트  

부동산 소유주는 반드시 연례 통지를 이용하여 주거 세대에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납 성분 페인트에 있어 “거주”한다는 뜻은 뉴욕시 법률에 따르면 주거 세대 내에 1주일 중 

10시간 이상을 주기적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6세 미만 아동의 거주가 확인되면 소유주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 납 성분 페인트의 위험이 있는지 연례 점검을 한 뒤, 인증 계약업체와 

안전 작업 지침을 이용해 시정해야 합니다. 소유주들은 이러한 납 성분 페인트 관련 연례 통지 배부 

및 취합, 연례 점검을 비롯해 뉴욕시 어린이 납 중독 방지법(2004년 지방법 제1조) 등의 현황을 

최소 10년간 관리해야 합니다. HPD가 귀하 부동산의 납 성분 페인트 기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를 대비하여 HDP의 납 성분 페인트 위험 방지 연례 통지 – 아동 관련 문의 - 요약 서식 전달 예시 

또는 유사한 문서를 이용하여 납 성분 페인트 연례 통지 배포 현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4년 지방법 제1조에 관한 기타 예시 통지 및 자료는 HPD 납 성분 페인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oct-2021-lead-bulletin.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lead-based-paint-threshold-faqs.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lead-based-paint-threshold-faqs.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lead-based-paint-threshold-faqs.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lead-based-paint-threshold-faqs.pdf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
https://hpdcrmportal.dynamics365portals.us/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oct-2021-maintenance-bullet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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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hpd/index.page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delivery-of-annual-notice-sample-compliance-forms.pdf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lead-based-paint.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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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창문 보호대 및 납 성분 페인트 연례 통지가 필요한 경우를 대략적으로 나타냅니다. 
 

 창문 보호대 연례 통지 납 성분 페인트 연례 통지 

다세대 주택  

(3세대 이상 건물) 
준공연도와 관계없이 필수 

• 1960년 이전 준공된 모든 건물에 

필수.  

• 1960~1978년 준공되었고 소유주가 

납 성분 페인트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필수. 

• 반드시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함. 

개인 주택  

(소유주가 최소 1개 세대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1~2개 세대 건물) 

필수는 아니나 권장 

• 1960년 이전 준공된 모든 건물에 

필수.  

• 1960~1978년 준공되었고 소유주가 

납 성분 페인트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필수. 

• 반드시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함. 

   

건물에 해당되는 필수 서식에 따라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각 필수 서식을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 

서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창문 보호대 연례 통지 

• 납 성분 페인트 연례 통지(영어 및 스페인어) 

• 납 성분 페인트 및 창문 보호대 통합 연례 통지(영어 및 스페인어) 
 

 

실내 알레르기 위험  

 

실내 알레르기 위험 관련 연간 요건 안내 

다세대 주택 소유주는 2018년 지방법 제55조에 따라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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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고 세입자 또는 HPD로부터 받은 민원에 대응해야 합니다. 신규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공실인 세대를 철저히 청소하고 해충과 곰팡이가 없도록 하십시오. 

o 조사 보고서 샘플 

• 각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시 실내 알레르기 유발원과 지방법 제5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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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십시오. 해당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습기 등의 기반 결함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할 때에는 지방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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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계약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레르기 위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win/annual-notice-to-tenant-appendixb.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annual-notice-hpd.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annual-notice-hpd.pdf
https://www1.nyc.gov/assets/hpd/downloads/pdfs/services/annual-notice-hpd-spanis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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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lead/lead-annual-notice-s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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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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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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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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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allergen-hazards-mold-and-pests.page?utm_source=BenchmarkEmail&utm_campaign=January_Maintenance_Requirements_for_Property_Owners&utm_medium=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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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연례 통지  

다세대 주택 부동산 소유주는 세입자들에게 연례 통지(HPD 웹사이트 내 가스레인지 화력 조절 

손잡이 커버 관련 페이지에서 여러 언어로 제공)를 보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에서 

세입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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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시 재무부(NYC Department of Finance) 

아직 지불하지 않은 환경 관리 위원회 명령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뉴욕시는 환경 관리 위원회(Environmental Control Board, ECB) 명령을 감액 금액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불하지 않은 ECB 명령 비용이 있다면 벌금 및 이자 감액 복구(Fine and Interest Reduction 

Enabling Recovery, FAIRER) 프로그램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청회 여부에 따라, 그리고 명령이 COVID-19 팬데믹 중에 내려졌을 경우 감액이 75%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감액에는 귀하의 명령에 관한 모든 종류의 이자 감액이 포함됩니다. 
  

FAIRER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www.nyc.gov/mysummons에 방문하세요. 미지불 ECB 명령 비용이 없다면 아무런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조건 및 기타 중요 정보를 포함해 FAIRER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nyc.gov/fairer에 방문하십시오. 궁금한 점은 온라인 또는 311번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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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stove-knob-covers.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stove-knob-covers.page
http://link-cd.finance.nyc.gov/c/6/?T=OTc2MzMxODk%3AMDItYjIxMjk5LTcxNzhmNzlkMjc0ZDQyMDZiYzc0OGZlNzc1ZTU3YTY0%3AZGFyZ2FrQGhwZC5ueWMuZ292%3AY29udGFjdC1jYjRmY2I4ZWRmMzFlYzExYjZlNTAwMWRkODA0ZDZjNi0xNWIwNjNkMThjYzY0YzQ5OTFiZTQxYjk0MzNhYTg3OQ%3AdHJ1ZQ%3AMg%3A%3AaHR0cHM6Ly93d3cxLm55Yy5nb3Yvc2l0ZS9maW5hbmNlL3RheGVzL2ZpbmVzLWFuZC1pbnRlcmVzdC1yZWR1Y3Rpb24tZW5hYmxpbmctcmVjb3ZlcnkucGFnZT9fY2xkZWU9WkdGeVoyRnJRR2h3WkM1dWVXTXVaMjkyJnJlY2lwaWVudGlkPWNvbnRhY3QtY2I0ZmNiOGVkZjMxZWMxMWI2ZTUwMDFkZDgwNGQ2YzYtMTViMDYzZDE4Y2M2NGM0OTkxYmU0MWI5NDMzYWE4NzkmZXNpZD1mMzA0YmU3Zi05NDMyLWVjMTEtYjZlNS0wMDFkZDgwNGQ2YWE&K=SuB_6MVs-gcTa313cc1LEg
http://link-cd.finance.nyc.gov/c/6/?T=OTc2MzMxODk%3AMDItYjIxMjk5LTcxNzhmNzlkMjc0ZDQyMDZiYzc0OGZlNzc1ZTU3YTY0%3AZGFyZ2FrQGhwZC5ueWMuZ292%3AY29udGFjdC1jYjRmY2I4ZWRmMzFlYzExYjZlNTAwMWRkODA0ZDZjNi0xNWIwNjNkMThjYzY0YzQ5OTFiZTQxYjk0MzNhYTg3OQ%3AdHJ1ZQ%3AMg%3A%3AaHR0cHM6Ly93d3cxLm55Yy5nb3Yvc2l0ZS9maW5hbmNlL3RheGVzL2ZpbmVzLWFuZC1pbnRlcmVzdC1yZWR1Y3Rpb24tZW5hYmxpbmctcmVjb3ZlcnkucGFnZT9fY2xkZWU9WkdGeVoyRnJRR2h3WkM1dWVXTXVaMjkyJnJlY2lwaWVudGlkPWNvbnRhY3QtY2I0ZmNiOGVkZjMxZWMxMWI2ZTUwMDFkZDgwNGQ2YzYtMTViMDYzZDE4Y2M2NGM0OTkxYmU0MWI5NDMzYWE4NzkmZXNpZD1mMzA0YmU3Zi05NDMyLWVjMTEtYjZlNS0wMDFkZDgwNGQ2YWE&K=SuB_6MVs-gcTa313cc1LEg
http://link-cd.finance.nyc.gov/c/6/?T=OTc2MzMxODk%3AMDItYjIxMjk5LTcxNzhmNzlkMjc0ZDQyMDZiYzc0OGZlNzc1ZTU3YTY0%3AZGFyZ2FrQGhwZC5ueWMuZ292%3AY29udGFjdC1jYjRmY2I4ZWRmMzFlYzExYjZlNTAwMWRkODA0ZDZjNi0xNWIwNjNkMThjYzY0YzQ5OTFiZTQxYjk0MzNhYTg3OQ%3AdHJ1ZQ%3AMg%3A%3AaHR0cHM6Ly93d3cxLm55Yy5nb3Yvc2l0ZS9maW5hbmNlL3RheGVzL2ZpbmVzLWFuZC1pbnRlcmVzdC1yZWR1Y3Rpb24tZW5hYmxpbmctcmVjb3ZlcnkucGFnZT9fY2xkZWU9WkdGeVoyRnJRR2h3WkM1dWVXTXVaMjkyJnJlY2lwaWVudGlkPWNvbnRhY3QtY2I0ZmNiOGVkZjMxZWMxMWI2ZTUwMDFkZDgwNGQ2YzYtMTViMDYzZDE4Y2M2NGM0OTkxYmU0MWI5NDMzYWE4NzkmZXNpZD1mMzA0YmU3Zi05NDMyLWVjMTEtYjZlNS0wMDFkZDgwNGQ2YWE&K=SuB_6MVs-gcTa313cc1LEg
http://link-cd.finance.nyc.gov/c/6/?T=OTc2MzMxODk%3AMDItYjIxMjk5LTcxNzhmNzlkMjc0ZDQyMDZiYzc0OGZlNzc1ZTU3YTY0%3AZGFyZ2FrQGhwZC5ueWMuZ292%3AY29udGFjdC1jYjRmY2I4ZWRmMzFlYzExYjZlNTAwMWRkODA0ZDZjNi0xNWIwNjNkMThjYzY0YzQ5OTFiZTQxYjk0MzNhYTg3OQ%3AdHJ1ZQ%3AMg%3A%3AaHR0cHM6Ly93d3cxLm55Yy5nb3Yvc2l0ZS9maW5hbmNlL3RheGVzL2ZpbmVzLWFuZC1pbnRlcmVzdC1yZWR1Y3Rpb24tZW5hYmxpbmctcmVjb3ZlcnkucGFnZT9fY2xkZWU9WkdGeVoyRnJRR2h3WkM1dWVXTXVaMjkyJnJlY2lwaWVudGlkPWNvbnRhY3QtY2I0ZmNiOGVkZjMxZWMxMWI2ZTUwMDFkZDgwNGQ2YzYtMTViMDYzZDE4Y2M2NGM0OTkxYmU0MWI5NDMzYWE4NzkmZXNpZD1mMzA0YmU3Zi05NDMyLWVjMTEtYjZlNS0wMDFkZDgwNGQ2YWE&K=SuB_6MVs-gcTa313cc1LEg
http://link-cd.finance.nyc.gov/c/6/?T=OTc2MzMxODk%3AMDItYjIxMjk5LTcxNzhmNzlkMjc0ZDQyMDZiYzc0OGZlNzc1ZTU3YTY0%3AZGFyZ2FrQGhwZC5ueWMuZ292%3AY29udGFjdC1jYjRmY2I4ZWRmMzFlYzExYjZlNTAwMWRkODA0ZDZjNi0xNWIwNjNkMThjYzY0YzQ5OTFiZTQxYjk0MzNhYTg3OQ%3AdHJ1ZQ%3AMw%3A%3AaHR0cDovL3d3dy5ueWMuZ292L215c3VtbW9ucz9fY2xkZWU9WkdGeVoyRnJRR2h3WkM1dWVXTXVaMjkyJnJlY2lwaWVudGlkPWNvbnRhY3QtY2I0ZmNiOGVkZjMxZWMxMWI2ZTUwMDFkZDgwNGQ2YzYtMTViMDYzZDE4Y2M2NGM0OTkxYmU0MWI5NDMzYWE4NzkmZXNpZD1mMzA0YmU3Zi05NDMyLWVjMTEtYjZlNS0wMDFkZDgwNGQ2YWE&K=xIK49L9nkXFEZaWO0fIfHQ
http://link-cd.finance.nyc.gov/c/6/?T=OTc2MzMxODk%3AMDItYjIxMjk5LTcxNzhmNzlkMjc0ZDQyMDZiYzc0OGZlNzc1ZTU3YTY0%3AZGFyZ2FrQGhwZC5ueWMuZ292%3AY29udGFjdC1jYjRmY2I4ZWRmMzFlYzExYjZlNTAwMWRkODA0ZDZjNi0xNWIwNjNkMThjYzY0YzQ5OTFiZTQxYjk0MzNhYTg3OQ%3AdHJ1ZQ%3ANA%3A%3AaHR0cHM6Ly93d3cxLm55Yy5nb3Yvc2l0ZS9maW5hbmNlL3RheGVzL2ZpbmVzLWFuZC1pbnRlcmVzdC1yZWR1Y3Rpb24tZW5hYmxpbmctcmVjb3ZlcnkucGFnZT9fY2xkZWU9WkdGeVoyRnJRR2h3WkM1dWVXTXVaMjkyJnJlY2lwaWVudGlkPWNvbnRhY3QtY2I0ZmNiOGVkZjMxZWMxMWI2ZTUwMDFkZDgwNGQ2YzYtMTViMDYzZDE4Y2M2NGM0OTkxYmU0MWI5NDMzYWE4NzkmZXNpZD1mMzA0YmU3Zi05NDMyLWVjMTEtYjZlNS0wMDFkZDgwNGQ2YWE&K=mbkSkgU5vsJRVjYyFvZZjg
http://link-cd.finance.nyc.gov/c/6/?T=OTc2MzMxODk%3AMDItYjIxMjk5LTcxNzhmNzlkMjc0ZDQyMDZiYzc0OGZlNzc1ZTU3YTY0%3AZGFyZ2FrQGhwZC5ueWMuZ292%3AY29udGFjdC1jYjRmY2I4ZWRmMzFlYzExYjZlNTAwMWRkODA0ZDZjNi0xNWIwNjNkMThjYzY0YzQ5OTFiZTQxYjk0MzNhYTg3OQ%3AdHJ1ZQ%3ANQ%3A%3AaHR0cHM6Ly9ueWNkZXBhcnRtZW50b2ZmaW5hbmNlLnBvd2VyYXBwc3BvcnRhbHMudXMvU2lnbkluP1JldHVyblVybD0lMkZjcmVhdGUtY2FzZSUyRiUzRnRvcGljJTNERUNCVmlvbGF0aW9ucyZfY2xkZWU9WkdGeVoyRnJRR2h3WkM1dWVXTXVaMjkyJnJlY2lwaWVudGlkPWNvbnRhY3QtY2I0ZmNiOGVkZjMxZWMxMWI2ZTUwMDFkZDgwNGQ2YzYtMTViMDYzZDE4Y2M2NGM0OTkxYmU0MWI5NDMzYWE4NzkmZXNpZD1mMzA0YmU3Zi05NDMyLWVjMTEtYjZlNS0wMDFkZDgwNGQ2YWE&K=lBOU3i7strXiV9im5Ep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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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  

 

부동산 등록 기한은 9월 1일까지였습니다. 9월 1일 이후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HPD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승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각 요청 제기, 제기 

증명서 요청 등의 자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2~2023년 등록 시에는 기한 전에 부동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등록 대상과 등록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HPD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등록 지원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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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인해 현재 본 기관의 사무소는 방문 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register-your-property.page
https://www1.nyc.gov/site/hpd/services-and-information/register-your-property.page
mailto:Register@hpd.ny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