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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 – 집 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안내서

이 안내서에 대하여
이 안내서에는 주택임차법 1986(이하 '법')과 주택임차
(주거 적합성 기준) 규정 2019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를 포함한 임차 주택의 집 주인 및
세입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주택임차법은 기업혁신고용부에서 관장합니다.
주택임차법 사본은 주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www.legislation.govt.nz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관리청(Tenancy Services)

기업혁신고용부의 주택임차관리청은 임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언,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할 때는 임차분쟁심판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임차분쟁심판소는 법무부의
일부입니다.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 www.tenancy.govt.nz에
들어가면 임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임차 관련 모든 양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드
예치 양식, 임차계약서 양식, 견본 서신(집 주인 및 세입자용)
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 관련 질문이 있으면 0800 TENANCY
(0800 836 26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본드 관련
문의는 0800 737 666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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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관련 금전
본드

본드란 임차가 시작될 때 세입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임차
종료 시점에 집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이 있을 경우 이에
충당하기 위한 예치금입니다.

집 주인은 최고 4주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본드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집 주인은 본드를 면제해 줄 수 있지만, 본드 예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본드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ƨ 세입자가 임차 부동산에 입주해 살고 있는 동안
본드는 누가 관리하나?
주택임차관리청에서 본드를 관리합니다. 집 주인과
세입자가 '본드 예치 양식(bondlodgement form)'
을 작성 및 서명한 후,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본드를
지불하게 됩니다. 집 주인은 본드 수령 후 23영업일 내에
주택임차관리청으로 양식과 본드를 보내야 하고, 부분
지불의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보내야 합니다.
주택임차관리청에서 본드를 접수하면 집 주인과 세입자
각각에게 영수 사실을 편지로 통지합니다.

본드 영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메일
bonds@tenancy.govt.nz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통지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ƨ 임차가 종료되면 예치한 본드는 어떻게 되나?

본드 금액이 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임차 종료
시에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집 주인은 본드의 일부 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임차료나 임차 주택에 입힌 손상에 대한 보상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본드 반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www.tenancy.govt.nz/refunding-bond를
참조하십시오.

기업혁신고용부

집 주인이 임차계약 만료일로부터 2 개월 이상 지난 후에
본드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또는
임차분쟁심판소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드의 회수는 어떻게 하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 참조).

임차료

집 주인은 1, 2주분의 임차료를 선불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를 얼마나 자주(매주 또는 격주) 지불하기로
계약했느냐에 따라 1주분 또는 2주분을 선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받은 임차료의 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다음 기간의 임차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2주 분을 선불한 경우, 해당 기간인 2주일(14일)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료를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ƨ 세입자는 임차료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

집 주인과 세입자는 임차료 지불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며, 임차계약서에 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임차료는
일반적으로 자동 대체나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불합니다. 집
주인은 임차료를 받은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료를 은행 계좌로 받는 경우나 양도불능
수표로 받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영수증과 임차료 지불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인은 임차료 수령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언제라도 집 주인에게 이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수령 내역 양식은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 www.tenancy.govt.nz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ƨ 임차료 시세란?

임차료 시세란 집 주인이 기꺼이 받기 원하고, 세입자가
기꺼이 지불하기 원하는 합리적인 임차 금액입니다. 이는
비슷한 유형, 크기 및 위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지불되는
임차료에 상응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에는 뉴질랜드 각 지역의 현재
임차료 시세를 열거한 섹션이 있고, 그 내용은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집 주인이 유사한 타 부동산 보다 훨씬
높은 임차료를 요구할 경우, 임차분쟁심판소는 임차료를
내리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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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집 주인이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나?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료를 인상하기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료를
한번 인상했으면 180일 내에는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간확정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에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기록한 경우에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 주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건물에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경우, 또는

›› 시설이 늘어 났거나 서비스에 개선이 있는 경우, 또는

›› 임차계약서의 내용을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기로
쌍방이 동의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동의해야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 주인은
임차분쟁심판소에 임차료 인상을 위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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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임차료 삭감이란?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히트펌프 설치 등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차료를 내리기로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낮은 임차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후에는 임차료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임차료 인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키머니

집 주인과 중개인은 세입자에게 임차계약의 조건으로 키머니
(임차료나 본드가 아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ƨ 키머니란?

키머니는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것은 집
주인이 임차계약의 조건으로 임차료나 본드 외에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입니다.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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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임차계약의 종류

임차계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미확정
임차(periodic tenancy)이고, 또 하나는 기간확정 임차
(fixed-term tenancy)입니다. 집 주인이든 세입자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임차계약의 특성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기간미확정 임차 - 세입자나 집 주인이 통지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임차를 의미합니다.

기간확정 임차 -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를 의미합니다. 기간확정 임차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계약 만료일에 자동으로 기간미확정 임차로
전환됩니다:
›› 집 주인과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임차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는 경우, 또는

››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임차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 통지는 기간확정
임차 만료일 이전 21일-9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ƨ 기간확정 임차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

임차계약서

임차계약서에는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집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집 주인은 임차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서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임차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임차계약서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계약서 양식은 주택임차관리청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는 집 주인이 많습니다. 이 양식은
www.tenancy.govt.nz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임차계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 주인이
특정인에게 임차해 주겠다고 말한 후에 그 말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일부 지불한 세입자가 그 말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확정 임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90일 미만의 기간확정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료 시세 규정, 종료 통지 규정, 시설 개선을 이유로 하는
임차료 인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일 후에
연장이나 갱신을 하지 않기로 임차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기일 후에 새로운 기간확정
임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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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은?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검사보고서를 잘 작성해 놓으면 후에 분쟁이 발생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서에는 다음의 기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 주인과 세입자의 성명

집 주인과 세입자의 통지 주소

집 주인과 세입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세입자의 연락 주소
임차 주택의 주소

양측이 임차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임차 개시일

임차 종료일(기간확정 계약일 경우)
세입자가 18세 미만인지 여부
세입자가 지불하는 본드 금액
임차료 금액과 지불 주기

임차료 지불 방법(지불 장소 또는 은행 계좌번호)

단열재 위치, 종류, 상태에 대해 기재하고 서명한 별도의 확인서

집 주인이 정해진 날짜 전까지 주거 적합성 기준을 지키겠다는(또는 이미 지켰다는) 확인서(위와 같은
단열 확인서와 병합해 한 번의 서명으로 제공할 수 있음)
집 주인이 제공하는 동산(예: 세탁기나 가구 등)의 명세

공동소유 법인(body corporate) 운영 규정 사본 (아파트 등 공동건물의 개별 소유인 경우)

주택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확인서 및 관련 증서의 자기 부담금(가입된 경우). 또 확인서에는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증서를 볼 수 있다고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임차 주택에 살도록 허용하는 최대 인원 수

세입자가 임차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세입자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장소

본인이나 다른 세입자가 흡연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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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임차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한 명 이상일 때 모든
사람이 서명해야 하나?

그것은 집 주인과 세입자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한 명이
서명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입자 모두가
서명하면 일반적으로 서명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연대책임이라 부릅니다.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임차료를 내지 않았거나 임차 부동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집 주인은 누가 임차료를 내지 않았든, 누가
손상을 입혔든 상관하지 않고, 세입자 전원 또는 특정인에게
받을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ƨ 통지 주소(address for service)

임차분쟁심판소 청문에 대한 통지 등 임차와 관련된 중요한
통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를 뜻합니다.
통지 주소는 임차와 관련된 우편이 언제나 전달될 수 있는
실제 거리 주소이어야 합니다. 통지 주소에 사서함 주소,
이메일 주소 또는 팩스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과 세입자는 임차계약서 및 '본드 예치 양식'에 반드시
통지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임차 부동산의 주소를
세입자의 통지 주소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 친구나 친척의 변하지 않는 주소를 통지
주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인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는 집이나 직장 주소를 통지 주소로 기입합니다.

기업혁신고용부

ƨ 통지 주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통지 주소가 변경되면 상대방(집 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본드를 지불한
경우에는 주택임차관리청에도 변경된 새 통지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집 주인도 자기의 통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주택임차관리청에게 알려야 합니다.

ƨ 임차 부동산 검사

임차 시작 시점에 부동산 검사를 하면 임차종료 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집
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스토브, 카펫,
그리고 커튼과 같은 동산의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벽과
페인트의 상태 및 외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낡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기록해야 합니다. 추가 안전 장치로서 임차
주택의 상태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두십시오. 임차를
시작할 때에 기존의 손상을 보고서에 기록해 놓으면,
이사해 나갈 때 세입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어떤 손상이 입주 후에 발생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집 주인은 주택임차관리청에서 만든
임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 검사 보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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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집 주인과 세입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하면
각각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에 그 주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ƨ 집 주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별도의 2개 문서를 포함해 임차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사본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서는 단열
여부, 단열재 위치 및 종류, 상태에 대한 확인서이고, 두
번째 문서는 주거 적합성 기준을 지키겠다는(또는 이미
지켰다는) 확인서입니다. 이 두 확인서는 하나로 묶어 한
번의 서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드(일부일 경우 포함)를 23 영업일 내에
주택임차관리청에 납부하고, 세입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임차 주택이 주거용으로 적법한 가옥이며,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합리적 수준으로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15쪽 '주택은 주거용으로 적법해야
합니다' 참조)

›› 규정에 맞게 올바른 지점에 올바른 유형의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고 잘 작동해야 합니다.
›› 모든 자물쇠가 작동하고, 임차 부동산의 안전 상태가
적절해야 합니다.
›› 임차 부동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합니다.

›› 배관, 전기 배선 및 건물의 구조가 안전해야 하고, 모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 상수도 시설이 없는 임차부동산일 경우에는 충분한 식수
채수 및 저수 시설을 공급해야 합니다.
›› 임차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집 주인의 다른 세입자의 삶에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임차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 부동산을 부동산 중개인, 구입자 또는 구입
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전에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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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긴급 시에 대리로 수리 작업을 주선한 경우,
세입자가 지불한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하기 전에 집 주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려고 노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세입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 기간미확정 임차의 경우:

•• 임차 주택 매도 계약이 확정되었을(unconditional)
때, 또는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들어와 살 때는 42일
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 다른 이유로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에는
세입자에게 9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 부동산을 검사하려면 48시간 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4주에 1회 이상 검사를 해서는 안 되며, 방문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 사이로 해야 합니다(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방문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 필요한 수리와 보수를 하거나 주거 적합성 기준을 지키기
위한 작업을 할 때는 24시간 전에 통지를 하고, 오전 8
시와 오후 7시 사이에 출입해야 합니다.
›› 해당 세무연도 경과 후 7년 동안 임차료와 본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임차 기간 동안은 물론
임차 종료 후 12개월간 임차 주택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임차분쟁심판소의 작업 명령이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 전까지 주거 적합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거 적합성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enancy.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임차계약의 일부로서 주택 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증서의 자기 부담금(가입된 경우)을 확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요청 시 이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확인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 보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집 주인은 합리적 시일 안에,
또는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합리적 시일 안에 세입자에게 변경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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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부주의로 임차 주택에 피해를 입히면 최대 4
주분의 임차료와 보험 자기 부담금 중 어느 쪽이든 더
적은 쪽 금액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 연동형 임차료를 내는 세입자는 최대 4주분의
임차료 시세와 보험 자기 부담금 중 어느 쪽이든 더 적은
쪽 금액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ƨ 집 주인은 또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차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도 임차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 주택이나 보딩 하우스
방에 들어가기 48 시간(보딩 하우스 방은 24 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무슨 검사를 하는지 세입자에게 말한 후 필로폰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검사 결과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이것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ƨ 집 주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주택이 오염되었음을 알았으나 오염 제거를 하지 않고
세놓는 행위.
›› 4주분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본드로 요구하는 행위.

›› 2주분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선납으로 요구하거나, 기한
전에 더 많은 임차료를 청구하는 행위.
›› 4주에 1회 이상 임차 부동산을 검사하는 행위(다만,
임차계약서 조건 위반으로 세입자에게 요청한 수리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 세입자의 사생활, 안락, 평화로움을 방해하는 행위.

›› 가스, 수도, 전기, 전화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다만, 위험 방지, 정비, 수리를 위한 경우는 제외).
›› 세입자가 선반과 같은 부착물을 설치하는 것을 부당할
정도로 금지하는 행위.
›› 세입자의 허락 없이 열쇠를 바꾸는 행위.

›› 세입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행위(다만, 임차계약서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
››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행위(지방법원의 점유
명령이 있을 경우는 제외).

›› 세입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 기간
또는 임차 종류 후에 세입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거나,
임차 만료 시에 버리고 간 물건을 돌려 주지 않는
행위(세입자가 합리적 수준의 보관료를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함).

기업혁신고용부

ƨ 세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 때에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집 주인이
임차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임차료 지불을 보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임차 부동산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돈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손상이 있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집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임차 기간 중 화재 경보기 배터리를 교체해(배터리를
교체하는 구식 경보기인 경우) 잘 작동하게 하고,
경보기에 문제가 생기면 집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세입자나 세입자의 손님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본인이 복구하거나, 타인을 시켜
복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변상 책임이 있을
경우).

›› 전화료, 전기료, 가스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입자가 임차
부동산에 살면서 사용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용한 양에 따라 물세가 나오는 경우, 계량기에 의거한
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계약서에서 허용한 수 이상의 사람이 임차 부동산에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잠시 방문해서 체류하는 사람은
제외).
›› 이사해 나가기 원하면 21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미확정 임차계약의 경우).

›› 집 주인이 임차 희망자, 부동산 중개인, 구매자 또는
감정 평가사에게 주택을 보여 주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집 주인과 세입자 양측에게 편리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 임차종료 시에는 집을 비워주고, 다음과 같이 해 놓아야
합니다:
•• 모든 세입자 물품을 가져가야 합니다.

•• 합리적 수준으로 집을 청소 및 정돈하고 떠나야
합니다.

•• 모든 열쇠, 출입카드, 차고 개폐 리모콘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집 주인 소유의 모든 물건을 현장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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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세입자는 또한:

›› 부주의로 임차 주택에 피해를 입히면 최대 4주분의
임차료와 집 주인의 보험 자기 부담금 중 어느 쪽이든 더
적은 쪽 금액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 연동형 임차료를 내는 세입자는 최대 4주분의
임차료 시세와 보험 자기 부담금 중 어느 쪽이든 더 적은
쪽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ƨ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법에서 허용하는 집 주인의 임차 주택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 임차 종료 후에 임차 부동산에 남아 있는 행위

›› 타 세입자나 이웃의 사생활, 안락, 평화로움을
방해하거나, 임차 주택에 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CO

›› 고의이든 부주의에 의한 것이든 임차 부동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 임차 부동산을 개조, 변경하거나, 그곳에 어떤 것을
부착하는 행위(임차계약서에서 허용하거나, 집 주인의
서면 허락이 있는 경우 제외)

›› 화재 경보기를 없애거나 분리해 두는 등 화재 발생 시
대피 수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집 주인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차를 양도하는 행위

›› 집 주인이나 그의 가족, 대리인, 다른 입주자, 또는
이웃에게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타인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 임차 부동산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타인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 집 주인의 허락 없이 열쇠를 바꾸는 행위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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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따뜻하고 건조하며 안전한 임차 주택
건강에 좋은 주택은 더 따뜻하고 건조하며 안전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입자가 더 오래 거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임차 법규가 개정되고 주거 적합성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임차 주택에 사는 세입자 및 집 주인의 권리와 의무
사항이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 www.tenancy.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화재 경보기가 생명을
구합니다

집 주인은 법적 요건에 맞게 올바른 지점에 올바른 유형의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집 주인은 화재 경보기가:
››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 임차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마다 잘 작동하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배터리 교체식 구형 경보기인 경우, 세입자는
임차 기간 중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보딩 하우스의 세입자는 자기 방의 화재 경보기가 배터리
교체식 구형 경보기인 경우, 배터리를 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 주인은 보딩 하우스의 공용 공간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화재 경보기를 훼손, 제거,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를 즉시 바꿔 끼울 목적이 아니면 배터리를
제거해서도 안 됩니다. 또 경보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집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집 주인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며, 최고 $4,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며, 최고 $3,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부착 위치, 사용해야 할 화재 경보기 유형,
화재 경보기와 배터리 교체 시점, 화재 경보기 구입 및 설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기업혁신고용부

주택은 따뜻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임차 주택의 난방과
환기를 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 적합성 기준은
난방, 환기, 단열, 습기 유입, 배수, 외풍 방지의 최소 요건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하거나
갱신하는 임차계약에 적용됩니다. 주거 적합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 일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enancy.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적합성 기준에 따른 집 주인의 의무:

›› 주 거실의 온도를 최소 18°C까지 직접 끌어올리고 연중
어느 때나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식 난방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 주거 공간마다 바깥과 맞닿는 개방식 창문이나 출입문이
있고, 그 총 면적이 주거 공간 바닥 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엌과 욕실에 외부로 공기를 빨아내는 적절한 크기의
환풍기나 레인지후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천장 및 바닥 단열재는 2008 건축 법규에 부합하거나,
(기존 천장 단열재의 경우) 두께가 120mm 이상이고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충분한 배수장치가 임차 주택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사방이 막힌 바탕바닥(Subfloor) 공간이 있을 경우, 지면
습기 차단재를 시공해야 합니다.
›› 드러나게 외풍을 일으키는 심한 간극이나 구멍이 있으면
막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주택을 환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환기
방법은 문과 창문을 자주 여는 것입니다. 환기는 건강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습도를 낮추면 난방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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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임차 주택에 단열 의무화

합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모든 임차주택에 천장
및 바닥 단열을 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은 뉴질랜드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 시공 및 보수에 대한 중요한 안전
요건을 숙지한 후 직접 설치하거나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하십시오. 설치 절차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뉴질랜드 표준 NZS 4246:2016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ECA Energywise 웹사이트에는 새
규정과 단열재 안전 설치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나옵니다.
www.energywise.govt.nz/at-home/insulation/

또 뉴질랜드 전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단열 시공비를 재산세 형식으로 약 9년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집 주인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며, 최고 $4,0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에 단열 확인서와 주거 적합성
기준 확인서가 필요

2016년 7월 1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서에는 집 주인이 임차
주택의 단열 여부, 단열재 위치 및 종류, 상태를 명시하고
서명을 한 단열 확인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겨울철 실내 생활이 어떨지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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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루어진 단열은 겨울에 실내 난방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여름에 외부 열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단 하나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더 쉽고 저렴하게
올바른 난방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 거주 환경을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집주인이 완전한 단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여기에
허위 또는 기만적 사실을 포함시키면 법규 위반이므로 최고
$500의 벌과금을 물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집 주인은 주거 적합성 기준을 지킬
의사가 있거나 이미 지키고 있다는 추가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단열 확인서와 묶어 한 번의 서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와 습기 방지

모든 임차 주택은 세를 놓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청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곰팡이나 습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곰팡이와 습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로 집을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집을 잘 환기시키고
곰팡이는 보이는 즉시 제거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세입자와 집 주인은 세입자가 임차 주택에 들어와 살기 전에
함께 검사해 곰팡이나 습기 흔적을 기록하고 임차 계약의
일환으로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합의해야
합니다.

습기는 흔히 외부 요인으로 생깁니다. 혹시 수평홈통이
막혀 있지 않은지, 선홈통과 배수장치는 정상적인 상태인지
점검하십시오. 달아맨 구조의 바닥이 집에 있으면 그 지반이
건조하고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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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주거용으로 적법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건축, 보건, 안전 관련 요건에 대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tenancy.govt.nz에 자세히 나옵니다.

대상 문서는 임차 계약서와 변경/갱신 계약서, 부동산 검사
보고서, 수도세 청구서, 작업(유지보수나 청소 등) 대금
청구서 및 관련 보고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서신이나 이메일
사본 등입니다.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에는 집 주인이
정확한 '요약 임차료' 기록을 보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식과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세놓기 전에 집 주인은 주택이 주거용으로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집 주인이 법에 의한 특정 의무사항
(예를 들어 건축, 보건, 안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임차
주택의 점유 자체가 적법하지 않게 되면 임차분쟁심판소는
해당 주택을 위법 주거 가옥으로 판정하고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여러 가지 구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집

안전한 집은 세입자와 집 주인에게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임차 주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보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잠금 장치나 기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 합리적 수준의 방범 조치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집 주인이나 세입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잠금 장치를 제거, 추가, 개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합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법규 위반
행위로, 임차분쟁심판소에 제소될 경우 벌과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방범 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둔 경우,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은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방범 경보
시스템이 없어 세입자가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면 먼저 집
주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방범
경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 종료 시
세입자는 방범 경보 시스템을 제거하고 주택에 아무 손상도
남기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 종료 후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모든 열쇠와 기타
보안 장치(차고 리모컨, 패스 카드 등)를 반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열쇠를 잃어버렸을 경우 집 주인은 그 열쇠와
대응 자물쇠를 완전히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열쇠나 자물쇠의 교체 비용은 양 당사자가 절충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해당 세무연도 경과 후 7년 동안 임차료와 본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집 주인과 세입자 모두는 임차
기간 동안은 물론 임차 종료 후 12개월간 임차 주택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집 주인은 주거 적합성 기준의 준수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기본적 주거 기준의 집행

대다수 집 주인과 세입자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주택임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임차 법규 집행 조사 팀
(Tenanc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Team)은 집
주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감독 및
집행 조치를 취할 추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 임차 부동산의 상태가 어떤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을 때
›› 집 주인이 주택임차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때

›› 집 주인의 행위가 이 법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때

www.tenancy.govt.nz/about-tenancy-services/
compliance-team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임차
법규 집행 조사 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임차 주택을 적절히 잠글 수
없으면 세입자는 그 사실을 집 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 주인은 잠금 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집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알아서
해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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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ƨ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임차 부동산을 청소하게
하거나, 부동산에 입힌 손상을 복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나?

세입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14 연속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
www.tenancy.govt.nz에 들어가면 '시정 요청 통지'
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 주인은 임차분쟁심판소에 작업지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임차분쟁심판소는
임차계약을 종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ƨ 무엇인가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
어떤 것이 고장 났거나 잘못된 경우, 세입자는 즉시 집
주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은 집 주인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기한을 정해 집 주인에게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내십시오.
합리적 기한은 수리할 대상 물품, 부품 조달, 보험 수속 시간
(해당되는 경우), 지역 내 수리 기술자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얼마의 기한을 줄 것인지
결정할 때 이러한 문제들과 시급한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일단 임시 조치를
강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분쟁심판소에
작업 명령 발부 신청을 하고, 집 주인이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를 내지 않고 이것을 수리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간확정 임차인데 이 문제로 세입자가
임차분쟁심판소에서 임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해 주기를
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기한의 시정 요청 통지를
집 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연속으로 14일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 주인에게 14일을 초과하는
기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시정 요청 통지서를 우송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데 걸리는 송달 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 www.tenancy.govt.nz에는 자세한 정보와 '14일
시정 요청 통지서' 견본, 송달 시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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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문제가 심각하거나 시급하면 세입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사람이 다치거나 기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반드시 집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으나 연락이 안
된 경우에는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를 집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이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차분쟁심판소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ƨ 세입자가 불평을 했다고 집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말할 수 있나?

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또는 주택임차관리청에 임차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집을 비우라고 집 주인이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 통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집 주인은 보복 통지를 해서는 안됩니다. 집 주인이
그런 통지를 했다고 믿으면 세입자는 임차분쟁심판소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분쟁심판소는 그러한
통지가 합법적이었는지(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통지였는지)
심사하고, 그 통지를 무효화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ƨ 주택임차관리청은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맨 먼저 집 주인과 세입자가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흔히
문제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당사자 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차관리청 웹 사이트의 분쟁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얘기하기 전에:

››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기록해 보면 상대방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데
때때로 도움이 됩니다.

›› 본인 생각에 어떤 것이 좋은 해결책인지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시간을 주기 바랍니다.
›› 편지를 쓰거나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시정 요청 통지'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14일(주말,
공휴일 포함)을 주어야 합니다. 시정 요청 통지 견본은
www.tenancy.govt.nz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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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신속해결 (FastTrack Resolution)

신속해결이란 임차료 연체와 같은 간단한 분쟁이나 물세
연체 등 부채 관련 분쟁에 관한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를 공식화하여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분쟁 해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차 분쟁을 집 주인과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여 향후 중재에 참석할 필요 없이 바로 중재
명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속해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 합의가 막 이뤄져 합의 내용을 중재관의 명령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 합의가 쉽고 집 주인과 세입자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경우; 또는
›› 이전의 구두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tenancy.govt.nz/disputes/fasttrackresolution

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를 신청하십시오
주택임차관리청의 도움을 받아 임차분쟁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신청비는 $20.44입니다.
주택임차관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먼저 중재를
주선합니다.

중재란 중재관의 도움으로 집 주인과 세입자가 대화를 통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중재관은
쟁점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
줍니다.

ƨ 중재는 어떻게 진행되나?

중재는 전화로 또는 양측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재관은 임차 문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어느 편을 들지 않으며,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줍니다.
중재는 임차분쟁심판소 청문과 다릅니다. 청문에서는
심판관이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ƨ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

중재에서 양자가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합의 내용이  중재 명령에 기록되며, 중재 명령에는 보통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벌칙이 기록됩니다. 중재
명령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재 명령에
임차분쟁심판소의 스탬프(관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ƨ 어떤 종류의 명령에 동의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명령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흔한 것으로는 점유
명령, 금전지불 명령, 작업 명령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재할
때 또는 임차분쟁심판소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

ƨ 점유 명령(possession order)

세입자가 임차계약서 또는 법을 위반했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 집 주인은 임차분쟁심판소에 임차계약 종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음과 같이 행했을 때 점유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분쟁심판소에 제소한 날 현재) 임차료가 최소 21일
연체되었을 때
›› 임차 부동산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거나 입히겠다고
위협했을 때

›› 집 주인이나 그의 가족, 대리인, 다른 세입자 또는
이웃에게 폭력을 가했거나,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을
때(그런 원인을 제공했거나, 타인이 원인을 제공하도록
허용했을 때 포함)

›› 그 외에도 임차계약을 위반한 경우(예: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낸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로, 임차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임차분쟁심판소가 판단할 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임차분쟁심판소에 제소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내야 하며, 이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일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ƨ 금전지불 명령(monetary order)

이것은 집 주인 또는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금전지불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세입자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불한 경우

›› 세입자가 손상이나, 청소, 정원손질, 쓰레기 제거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세입자가 긴급으로 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집 주인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벌칙금이 있는 경우

›› 어떤 것의 망실, 불량한 관리나 수리로 인해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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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작업 명령(work order)

이것은 어떤 것이 손상되었거나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작업 명령이 건강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집 주인은 이 명령에 따르는
대신 세입자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특정 날짜 전까지 수리를 해야 하는 작업 명령을 받았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집 주인은 작업 명령의 금액만큼 수리를
하고 그 대금을 미납 임차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ƨ 대체 명령(alternative order)

임차분쟁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매우 복잡할 때

››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사건을
제시하는 본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임차분쟁심판소에서 본인을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분쟁심판소에 출석하기 전에 주택임차관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뜻합니다. 이런 내용을 넣을 것인지 여부는 상대방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 물건을 다시 돌려주라는
집 주인 앞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금전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ƨ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임차분쟁심판소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분쟁심판소는 중재 보다 훨씬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임차분쟁심판소는 법무부의 일부이며, 임차분쟁 심판관은
양쪽의 말과 증인의 말을 듣고,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를
살펴본 후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임차분쟁심판소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결정을 문서로 작성하게 되며, 이
문서는 임차분쟁심판소의 명령이 됩니다. 심판관의 결정은
법원의 명령과 같고 양측에게 한 부씩 주어지며, 양측은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Central Processing Unit,
SX10042,
Wellington

ƨ 중재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관인이 찍힌 중재 명령이나 임차분쟁심판소 명령을
가지고 있으면 법무부 강제집행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사 집행은 법무부의 다음 부서로
신청하거나 뉴질랜드 지방법원 중 아무 곳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임차관리청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www.tenancy.govt.nz를 참조하십시오.

임차분쟁심판소 청문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집
주인이나 세입자 공히 임차분쟁심판소에 지원자와 함께
참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분쟁 금액이 $6,000을 초과할 때
›› 상대방이 이에 동의할 때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때
›› 임차분쟁심판소가 승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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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의 종료
ƨ 세입자가 기간미확정 임차를 종료하고자 할 때
얼마 전에 통지를 해야 하나?
세입자는 임차를 종료하기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21일
전에 집 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ƨ 집 주인이 기간미확정 임차를 종료하고자 할
때는 얼마 전에 통지를 해야 하나?

이 경우 집 주인은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42 일 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집 주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임차 부동산을 주된 주거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 임차 부동산 매도를 위한 계약이 확정되어
(unconditional) 집을 비워주기를 구매자가 원할 때

›› 집 주인이 임차 부동산을 본인의 종업원에게 임차해 주기
원할 때(임차 부동산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임차계약서에 분명히 밝힌
경우)
집 주인은 이 통지서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인이 임차 종료를 통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 주택의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 임차 종료일을 명기해야 합니다.
›› 서명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90일 미만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임차 종료
통지서에 기간 단축 통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ƨ 세입자가 집 주인이 통보한 시기보다 일찍
이사해 나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임차 종료를 통지한 경우, 세입자는
통지 종료일까지 그 임차 주택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그 전에 이사해 나가기 원하면, 집 주인에게 21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더 일찍 나가는 것에 대해 집 주인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 합의 사항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혁신고용부

ƨ 기간확정 임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나?

기간확정 임차는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임차분쟁심판소의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임차의 조기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종료일은 임차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차분쟁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간확정 임차계약의
조기 종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임차 주택이 위법 주거 가옥이고, 임차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할 경우
›› 임차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 세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금액의 임차료 인상 통지를
받았고, 이러한 인상이 세입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경우, 또는
›› 유닛 타이틀 법(2010)에 의거해 세입자가 공동소유
법인(body corporate)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규정
변경으로 세입자가 불리해 지고, 임차를 계속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 집 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ƨ 통지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

임차계약서에 기록된 통지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통지 주소는 실제 거리 주소, 사서함 주소, 이메일 주소 또는
팩스 번호일 수 있습니다.
인편으로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당일로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도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 4영업일

›› 상대방 거소의 출입문 또는 편지함에 배달하는 경우
2영업일
›› 오후 5시 이후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 1영업일
›› 오후 5시 이후에 팩스로 보내는 경우 1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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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기간은 상대방이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 종료를 위해 21일
통지를 집 주인에게 보낸 경우, 우편으로 통지를 보낸다면
집 주인이 통지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4영업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21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집을 비워줄 때 해야 할 사항

이메일로 통지를 보내는 경우, 통지를 보내기 전에 배달
확인을 요청하는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리적 수준으로 집을 청소 및 정돈을 하고 떠나야
합니다.

ƨ 통지를 이메일로 보낼 경우는 어떻게 되나?

배달 확인 기능을 사용하면 이메일이 상대방의 이메일 함에
언제 배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ƨ 기간확정 임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나?

기간확정 임차계약은 만기일이 되면 기간미확정
임차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며,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세입자와 집 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 일방이 타방에게 임차계약의 종료를 알리는 서면
통지를 한 경우.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이러한 임차 종료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 만료일 전 21일-90일
사이라야 합니다.

기간 연장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권리가 세입자에게 주어져
있는 임차계약서의 경우에 세입자가 연장 또는 갱신을
원하면, 세입자는 임차계약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21일 전에
집 주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 주인은 임차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을 수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ƨ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해야 할 사항은?
세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집 주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만료일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 임차종료일까지의 임차료를 완불해야 합니다.

›› 임차종료일까지는 모든 쓰레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 본인 물품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 모든 열쇠, 출입카드, 차고 개폐 리모콘을 집 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집 주인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집 주인은 본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ƨ 본드의 회수

임차계약이 종료되면 본드 금액 중 얼마를 세입자에게
지불할 것인지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주택 손상이 있는지 임차를 시작할 때 작성한
부동산 검사 보고서를 보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
부동산이나 동산의 통상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ƨ 본드의 회수는 어떻게 하나?

본드 금액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합의했으면,
집 주인과 세입자는 '본드 반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
www.tenancy.govt.nz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입힌 손상 때문에, 또는 임차료가 밀려 집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서로 동의하면, 이 양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양측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드가
$600인데, 손상된 유리창 수리비를 $150로 합의했으면,
양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 집 주인 앞 지불 $150.00
›› 세입자 앞 지불 $450.00

주택임차관리청은 현금이나 수표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본드 반환 양식'에 은행계좌번호를 꼭 기입해야 합니다.

20

기업혁신고용부

주택 임차 – 집 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안내서

주택임차관리청이 '본드 반환 양식'을 접수하면 양측의
서명이 '본드 예치 양식'에 있는 것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바뀔 경우,
반드시 주택임차관리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서명이
다르면 주택임차관리청은 본드를 반환하지 않고 추가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새 주소로 세를 들어 이사하는 경우, 이전 주소의
본드를 새 주소의 본드로 이체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드 이체(bond transfer)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ƨ 집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견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능한 빨리 임차분쟁심판소에 분쟁 해결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재관이 분쟁 해결을 위해 도와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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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어 '본드 반환 양식'
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택임차관리청에 연락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ƨ 세입자 중 한 명만 이사해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한 임차계약서에 여러 임차인 있는데 한 세입자만 나가고
다른 세입자는 그대로 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 주인이
동의하면 남아 있는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 분의 본드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 주인과 이전 세입자 및
남아 있는 세입자 모두가 '세입자 변경 양식(change of
tenant form)'을 작성 및 서명한 후 주택임차관리청에
보내야 합니다.
이 때 임차계약서 내용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새로 추가하려면 신규 임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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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에 관한 기타 사항
ƨ 집 주인이 21일 이상 부재 시

집 주인이 21 연속일 이상 뉴질랜드에 있지 않게 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임차 부동산을 관리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와 주택임차관리청(본드가 예치된 경우)에
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임차 부동산이 팔린 경우

ƨ 임차 부동산을 팔고자 할 때 집 주인은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야 하나?

그렇습니다. 임차 주택을 팔고자 하면 기존 세입자나 임차를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구입
희망자에게 보여줄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는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구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새
주인이 누구이며 언제 양도가 되는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새 주인은 세입자에게 본인의 이름, 연락처 및 임차료 지불
방법(예: 은행 계좌)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 부동산이
팔리면 본드와 관련된 원래 집 주인의 권리가 새 집 주인에게
이전됩니다. 원래 집 주인이 본드 금액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잔금 결제일(또는 입주일)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ƨ 주택임차관리청에 알려야 할 사항은?

본드가 예치된 부동산에 새 주인이 생기면 주택임차관리청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구 집 주인이 '집 주인
(대리인) 변경 양식(change of landlord/agent form)'
을 작성, 서명 및 발송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받으면
주택임차관리청은 새로운 집 주인의 이름을 기존의 본드
기록에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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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강매 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나?

저당권자(또는 새 주인)가 임차계약을 인수하면
주택임차법에서 정하는 집 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은행이나
저당권자는 기간확정 임차계약이라도 마치 기간미확정
임차계약처럼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저당권자가 임차 부동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세입자도 기간확정 임차계약을 마치 기간미확정
임차계약처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새 집 주인의 그
외의 권리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ƨ 플렛메이트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주택임차관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관리청은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의 경우에만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한 플렛메이트가 다른 플렛메이트와 함께 임차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각 플렛메이트는 임차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대책임이라 부릅니다.
플렛메이트 중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임차료를 내지
않거나 임차 부동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누가 손상을 입혔든
누가 임차료를 미불했든 간에 집 주인은 서명한 사람의 일부
또는 모두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렛메이트
관계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면 지역사회 법률센터,
시민상담소, 학생숙소 고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ƨ 집 주인이 특정인에게 임차를 거부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의 결혼 상태, 성별, 연령, 종교 또는 피부색과
같은 것을 이유로 임차를 거절하거나, 임차계약의 연장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집 주인은 또한 직업이 없거나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임차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은
임차분쟁심판소나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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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임차(service tenancy)

버리고 간 물건

ƨ 임차료 지불

›› 식료품 및 부패성 물품의 경우, 집 주인은 즉시 폐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버리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 이들을 가져가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고용 계약 또는 고용 조건의 일부로 고용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를 서비스 임차라 합니다. 서비스
임차는 주택임차법의 적용 대상이며, 서비스 임차에는 선불
임차료와 임차 종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종업원일 경우, 집 주인이 종업원의 급여에서
임차료를 공제할 때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 www.tenancy.govt.nz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ƨ 통지 기간

고용 계약이 만료된 경우나 고용 계약 만료 통지를 받은
경우, 종업원(또는 고용주)이 서비스 임차계약을 해지하려면
2주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 종료일이
고용계약 종료일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집
주인은 2주 미만의 서비스 임차 종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종업원 대신 다른 사람이 채용되어 새로 채용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야 할 경우
›› 세입자가 임차 부동산에 상당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우
서비스 임차를 고려할 경우 주택임차관리청에 문의하면
추가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 종료 시에 자기 물건을 모두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버리고 간 물건의 취급에 대한 법이
정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 그런데도 가져가지 않으면 집 주인은 해당 물건의 시장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처분해야 합니다:
•• 해당 물건의 판매 대전 보다 이들의 수송, 보관 및
판매 비용이 더 많은 경우, 즉시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개인 문서의 경우는 예외)

•• 해당 물건의 가치가 이들의 수송, 보관 비용보다 많은
경우, 집 주인은 물건을 적어도 35일 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놓고 간 개인 문서인 경우, 집주인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5일 이후까지 찾아가지 않은
개인 문서는 계속 보관을 하거나,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경찰에 넘긴 경우, 집 주인은 반드시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세입자는 보관되어 있는 자기 물건이 처분되기 전에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보관 및 처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물건을 처분한 경우, 집 주인은 판매 대전에서 수송,
보관 및 처분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주택임차관리청 신탁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 세입자로부터 받을 돈(임차료, 물품손상비, 청소비 등)
이 있는 집 주인은 신탁계좌에 입금한 돈이 본인에게
지불되도록 임차분쟁심판소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 주인은 어떤 단계에서든 버리고 간 물건의 처분과
관련하여 임차분쟁심판소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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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딩 하우스
이 섹션에서는 보딩 하우스의 집 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설명합니다. 보딩 하우스 임차에 관한 규정은
일반 주택 임차에 관한 규정과 다릅니다.

ƨ 보딩 하우스란?

보딩 하우스란 공용 시설과 하나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동시에 6명 또는 그 이상의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그러한
의도로 운영되는 주거용 숙소를 의미합니다.

보딩 하우스 임차 규정은 세입자가 28일 이상 기거하거나,
그럴 예정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각 세입자는 전용 숙실을
사용하고 보딩 하우스 내의 공용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본드

보딩 하우스 주인은 최고 4주분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본드를
요구할 수 있고,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보딩 하우스 주인은 이 본드를 주택임차관리청에 23일 내에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본드가 1주분 임차료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주분 임차료 미만에 해당되는 본드일
경우, 임차 만기에 집 주인이 이 돈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임차분쟁심판소에 본드 환불을
요청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드 관련 문의는 0800 737 666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 보딩 하우스 세입자는 정시에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보딩 하우스 주인은 28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여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서

보딩 하우스 주인은 세입자에게 작성된 임차계약서 한 부를
주어야 합니다. 임차계약서에는 페이지 8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차 기간이 28일 이상인지 여부
›› 하나 이상의 집 주인 전화 번호
›› 객실 번호

›› 같은 방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합숙자의 수
›› 임차료에 포함된 집 주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있을 경우)
›› 화재 시 대피 절차

›› 공동 임차인지 여부. 공동 임차라면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다른 세입자의 이름

›› 집 주인 이외의 사람이 보딩 하우스를 관리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 주소(전화번호 포함)
›› 단열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고 서명한 별도 확인서

›› 집 주인이 주거 적합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거나 2021년
7월 1일 전까지 준수하겠다는 확인서. 이 확인서는 단열
확인서와 묶어 한 번의 서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 내규

보딩 하우스 주인은 시설의 이용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 내규는 임차 시작 시점에 세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건물 내부에 항상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 주인이 보딩 하우스 내규를 변경할 때는
세입자들에게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딩 하우스 세입자는 임차분쟁심판소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딩 하우스 내규가 불법이라는 명령

›› 보딩 하우스 내규를 특정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변경하거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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ƨ 잠금 장치

보딩 하우스 주인의 의무:

›› 건물의 안전에 필요한 합리적 수준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이의 보수 유지를 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본인의 방, 화장실, 욕실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시간에는 세입자가 기타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잠금 장치를 변경, 추가, 제거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딩 하우스 세입자의 의무:

›› 집 주인의 동의 없이 잠금 장치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 임차 종료 시에 집 주인이 제공한 모든 열쇠를 반환해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

보딩 하우스의 세입자는 자기 방의 화재 경보기가 배터리
교체식 구형 경보기인 경우, 배터리를 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 주인은 보딩 하우스의 공용 공간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입의 권리

보딩 하우스 주인은 언제든지 보딩 하우스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 주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전 통지 없이
객실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출입 시점 또는 출입 직전에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한
방을 타인과 공유할 때는 그 방을 공유하는 어느 한
사람이 동의한 경우), 또는

보딩 하우스 주인은 다음의 경우, 세입자(한 방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합숙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24시간 전에 통지를
한 후 객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 지난 4주 동안 검사 목적으로 출입한 적이 없는 방의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세입자가 몰래 빠져 나갔다고 생각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택임차법을 위반했다고 생각되어 집 주인이 방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 잠재 고객 또는 구매자에게 방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경우

›› 주택임차법에서 정한 집 주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입이 필요한 경우
››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한 작업, 또는 세입자가
수행하기로 동의한 작업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 보고서 작성에 필요해서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인, 또는
건축검사 전문인에게 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경우

›› 화재 경보기 요건이나 주거 적합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세입자에게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 알린 후 필로폰 검사를
할 경우
객실에 들어갈 때 집 주인이 지켜야 할 사항:

›› 세입자의 개인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출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 허용되지 않는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오래 방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 집 주인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만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출입이 필요한 경우, 또는

››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이 필요한 경우(다만, 그 출입이 임차계약서 조건이나
보딩 하우스 내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 임차분쟁심판소의 명령에 따라 출입하는 경우

기업혁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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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의 종료

보딩 하우스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48시간 전에 통지하여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딩 하우스 주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거나, 그런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또는

••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 다른 입주자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전에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밀린 임차료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

•• 세입자가 방이나 시설을 불법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도록 타인에게 허락한 경우

•• 해당 객실을 검사한 후 세입자가 밀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몰래 방을 빠져 나갔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가능하면 세입자의
지정 연락처에 연락하려고 노력한 후)

›› 서비스 임차인 경우에는 14일 전에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에는 28일 전에 통지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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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용어

의미

통지 주소
(address for service)

임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에 관한 모든 공식 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 집 주인 또는 세입자가 서면으로
제공한 주소. 집 주인과 세입자는 거리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사서함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를 통보
주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간 물건
(abandoned goods)

자동 대체
(automatic payment)

세입자가 이사해 나간 후 임차 부동산에 놓고 간 물건.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3 참조.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주선하는 것.

보딩 하우스
(boarding house)

보딩 하우스 세입자가 입주해 사는 주거용 부동산. 주택임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은 페이지 24
참조.

본드 반환 양식
(bond refund form)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 집 주인과 세입자가 주택임차관리청에 본드 반환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

보상(compensation)

어떤 망실이나 손상에 대해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금전 대가.

본드 예치 양식
(bond lodgement form)

집 주인과 세입자가 주택임차관리청에 본드를 보낼 때 사용하는 양식.

동산(chattels)

집 주인이 제공하는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물품(예: 커튼, 냉장고, 세탁기).

오염물질(contaminant)

법의 취지에 따라 오염물질로 규정에 명시된 물질로서 여기에는 필로폰이 포함됩니다.

오염됨(contaminated)
기간확정 임차
(fixed-term tenancy)
주거 적합성 기준
(Healthy homes
standards)

임차 주택의 어느 부분에든 최대 허용 수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임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까지 지속되는 계약으로, 집 주인과 세입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에 기간미확정 임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2019년 7월 1일에 주택임차 (주거 적합성 기준) 규정 2019로 제정된 법령.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임차계약서에 나오는 모든 세입자가 임차에 대해 연대 책임.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9 참조.

임차료 시세
(market rent)

비슷한 지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임차료의 수준.

임차 중개인
(letting agent)

임차 부동산의 임차를 위해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보통 부동산 관리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을 의미합니다.

중재(mediation)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중재관이 주재하는 회의나 전화통화.

기간미확정 임차
(periodic tenancy)

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계약. 세입자는 임차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21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42일 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7 참조.

시정 요청 통지
(notice to remedy)

부동산 검사 보고서
(property inspection
report)

기업혁신고용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대방에게 14 연속일을 주어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 '14일 통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임차 시작 시점에 집 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부동산을 검사하고 작성하는 서면 기록. 사진을 넣으면 유용.
페이지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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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의미

선불 임차료
(rent in advance)

세입자가 미리 지불하는 임차료(최고 2주 분). 예를 들어, 5월 1일에 2주 분의 임차료를 지불하면 이는 5월
1일에서 5월 14일까지의 임차료입니다. 다음 임차료 시작일은 5월 15일이 됩니다.

임차(tenancy)

부동산 소유주가 임차료를 받고 자기 부동산에서 타인(또는 그룹)이 살도록 허가하는 행위.

평온 향유권
(quiet enjoyment)

보복 통지
(retaliatory notice)
임차분쟁 심판관
(tenancy adjudicator)

세입자가 집 주인으로부터 평온한 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법적 권리.

세입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불평했기 때문에, 또는 세입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집 주인의 통지.

임차분쟁심판소에서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내용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사람.

임차계약서
(tenancy agreement)

집 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양측이 서명하는 계약서.

임차분쟁심판소 명령
(tribunal order)

당사자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 임차분쟁심판소의 판결.

통상적인 마모
(wear and tear)

예를 들어, 카페트가 낡아지거나 벽에 작은 얼룩이 생기는 등 사람이 살면서 부동산에 생길 수 있는
통상적인 것들.

서면 통지
(written notice)

집 주인이 임차료를 인상하겠다거나, 세입자가 이사해 나가겠다는 등,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보내는 편지.

임차분쟁심판소
(Tenancy Tribunal)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법원과 비슷한 기관.

위법 주거 가옥
(unlawful residential
premises)

세입자가 거주하지만 집 주인이 법에서 정한 특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집 주인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가옥의 위법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적법하지 않은 가옥.

작업 명령
(work order)

임차 부동산에 어떤 수리나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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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관리청 연락처

본드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무료전화 0800 737 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외의 많은 유익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 관련 모든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관리청은 이 안내서의 내용이 정확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서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나 특정 조언이 필요하면 무료전화
0800 TENANCY (0800 836 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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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4285 10/19 (Korean)

Carpenter/ plum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