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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 내용의 통역을 요청해야 합니

다.

 중요
반드시 상태 보고서를 세심하게 확인하

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하기 전

에 발생한 파손에 대해 지불해야 할 경

우가 발생합니다.

선임대료

보통 임대차 시작일부터 해당하는 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주간 임대료가 $300 이하일 경우 

최대 2주일간의 임대료

•  주간 임대료가 $300보다 많을 경우 

최대 1개월간의 임대료

그리고 보통 임대 보증금을 지불해

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

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힐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입니다. 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보

증금은 보통 4주간의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서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임대인이나 중개

업소는 7일 이내에 보증금을 Office of 
Fair Trading에 기탁해야 합니다. 그 곳

에서 영수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

증금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

니다.

 중요
‘임대료 회수 서비스’를 통하여 임대

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할 경우 계약 전

에 그 수수료 지불 여부를 확인하십시

오.

NSW에서 주택 또는 건물을 임차할 때 권

리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임차인의 법률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이 안내

서는 18개의 언어로 발행되었습니다.

임차의 시작

법률에 의해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는 

임차인에게 임대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

신 후에는 계약서 사본과 이 안내서 

한 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  1부 – 계약 조건. 이 부분에서는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수해야 할 조건을 규정합니다.

• 2부 – 상태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

는 주택의 상태와 입주 시 제공되

는 모든 가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태 보고서에 금이 간 샤워 유리 등 

손상된 사항이 누락되어 상태 보고서

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보

고서에서 누락된 이러한 모든 사항

을 기재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임

대인 혹은 중개업소에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종료 시 주택

의 상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상태 보고서는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 

계약서 조건에 서명해야 합니다. 영

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경우 자

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계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의 서

면 동의 없이 설비의 설치, 개장, 개

조,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주택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다른 거주자나 임차

인이 주택의 출입을 허용한 사람이 

입힌 손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손상을 입힌 사람이 누구이든지 손상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관 없이 임대인

이나 중개업소에 가능한 한 빨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때 서면

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수리

긴급 수리가 필요할 경우는 살기에 

부적절하거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

나 수도, 가스 혹은 전기 사용을 못

하게 하는 원인이 발생할 때입니다. 

긴급히 주택을 수리해야 할 경우 임

대인 또는 중개업소에 즉시 통지하십

시오.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는 가능

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시공해

야 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기간 내에 

긴급 수리가 시공되지 않을 경우 임

차인이 수리하고 최대 $500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소는 

그 금액이 합당한 한 임차인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

출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정

된 시공업자가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

하십시오.

임대료

임차인과 임대인은 지불할 임대료와 

지불 방법에 대해 입주 전에 합의해

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사항은 임

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

다.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는 은행 계

좌로 입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

료 영수증을 항상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는 임대료를 올

리려면 최소 60일 이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 데이터베이스

많은 중개업소들이 임차인 데이터베

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차인 데이

터베이스는 중개업소에 과거 문제가 

있었던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2004년 9월 15일부터 중개업소

는 특정한 이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에만 임차인을 기재하도록 허락 받

습니다. 부당하게 블랙리스트에 오르

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해 알아

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는임차인 데이터베이스 – 임차인을 위

한 정보 (Tenant databases – information for 
renters) 한 부를 Fair Trading 사무실에서 

구입하십시오. 

임대차 기간

긴급하지 않은 수리 및 유지 보수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는 입주 당시 

주택을 깨끗하고 살기에 적합한 상태

로 제공해야 하며 수리 및 유지 보

수를 하여 합당한 기준과 일치하도록 

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이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조기 파기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려면, 되

도록 서면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 사

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 사본

을 보관하십시오. 계약의 파기는 비용

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

대차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여 발생하

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중개업소와 합

의하십시오

이사

이사할 때 예상되는 마모 및 마손을 

고려하여 상태 보고서에 기술된 상태

와 가능한 한 가까운 상태이어야 합니

다. 

보증금 반환

임대차 만료 시 최종 검사 후 보

증금 반환 청구(Claim for Refund of 
Bond Money) 서류를 공정거래부(Fair 
Trading)에 제출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

업소는 주택이 손상되었거나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되거나 미지불 임대료

가 있을 경우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

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지불 방법에 대해 합

의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출금 상환 불이행

임대인이 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한 대

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저당권자

는 보통 점유하고자 합니다.

 중요
긴급 수리를 계약하기 전에 실제 긴급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

신이 없을 경우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Fair Trading 또는 지역 임차인 자문 서

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임대차 기간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임

대인 혹은 임차인이 서면으로 통지해

야 합니다. 통지서는 우송하거나 직

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보

내는 사람은 통지서를 문에 부착해 

두거나 문 밑에 넣어 두어서는 안됩

니다.

통지 기간

합의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

올 때 각 계약 당사자는 임대 기간을 

종료하려면 14일 간의 통지 기간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

차인은 최소 21일 간의 통지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

소는 최소 60일 간의 통지 기간을 제

공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

을 경우 14일 간의 통지 기간이 적용

됩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매매가 완료될 때 주택을 비워줄 것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

매 계약이 체결된 후 최소 30일 간의 

통지 기간을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해

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합의된 기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

• 재판소의 출석통지를 받을 경우 항

상 참석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

약서를 읽고 이해합니다.

• 주택을 잘 관리합니다.

• 이웃의 평화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지 않습니다.

• 서면으로 동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에 사본을 보

내십시오.

 

 

 

 중요
어떤 경우에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이사를 나가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확정된 계약 기간에도 이

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

우 Fair Trading이나 자문 서비스에 문

의하십시오.

소비자, 상인, 임대차 재판
소 (The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 CTTT)

소비자 및 상인, 임대차 재판소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는 

임대차 문제에 대한 독립 분쟁 조정 

재판소입니다. 이 재판소는 비공식 

기관으로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 수수료가 있으며 심

리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열립니 

다. 특정 판결의 경우 재판소에 신청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부의 

임대 및 아파트 서비스국(Renting and 
Strata Service Branch)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참조
Fair Trading이 발간하는 자료는 임차인

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하고 있습니다.

FTR37 Moving in – information for renters
FTR38 Living there – information for renters
FTR39 Moving out – information for renters
FT269 Tenant databases – information for 
renters
안내서 구입을 위해서는 13 32 20으로 전

화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

오.



임대차 자문 서비스 

임차인 자문 및 보호 서비스(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는 독립적 커뮤니티 기관입니

다. 이 기관은 민간 및 정부 임차인을 지원합니

다. 임대차 자문, 정보, 보호를 제공합니다.

Inner Sydney ............................................. 9698 5975

Inner Western Sydney ................................ 9559 2899

Eastern Sydney .......................................... 9386 9147

Northern Sydney ....................................... 9884 9605

Southern Sydney ....................................... 9787 4679

Western Sydney ......................................... 9891 6377

South Western Sydney ............................... 4628 1678

Central Coast ............................................ 4353 5515

Hunter ................................................. 1800 654 504

Mid North Coast ................................. 1800 777 722

Northern Rivers ................................... 1800 649 135

Illawarra/South Coast ........................... 1800 807 225

North Western NSW ............................ 1800 836 268

South Western NSW ................................. 6361 3122

Aged Tenants Service ................................. 9281 9804

Tenants Union Hotline (www.tenants.org.au) ....9251 6590 
............................................................. 1800 251 101



전문 서비스

Renting & Strata Services (임차인, 임대인, 중개업소 지원)
전화: 9377 9100 또는 1800 451 301(시드니 이외 지역)

임대 보증금 정보
전화: 9377 9000 또는 1800 422,021(시드니 이외 지역)

언어 지원 ....................................... 13 14 50 
(해당 언어의 통역 요청)

TTY ................................................9377 9099
(청각 장애자를 위한 전화 서비스)

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공정거래

센터 (Fair Trading Centre) 나 정부 이용센터 (Government 
Access Centre) 로 전화하거나 문의와 관련된 아래 서비스로 전
화하십시오.

Fair Trading Centres  전화: 13 32 20

Albury 
Armidale 
Bathurst 
Blacktown 
Broken Hill 
Coffs Harbour 

Dubbo 
Gosford 
Grafton 
Hurstville 
Lismore 
Liverpool 

Newcastle 
Orange 
Parramatta 
Penrith 
Port Macquarie 
Queanbeyan 

Sydney 
Tamworth 
Tweed Heads 
Wagga Wagga 
Wollongong

전화13 32 20

December 2004 FT255KR

Office of Fair Trading 
1 Fitzwilliam Street Parramatta NSW 2150  
PO Box 972 Parramatta NSW 2124 
전화: 9895 0111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3 32 20으로 전화하거나  Fair Trading 웹 사이트를 방
문하십시오

www.fairtrading.nsw.gov.au

이 안내서는 법률적 조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