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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시 개발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UD 단지 번호
다음에 의거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용:
(1) 섹션 202 노인 또는 장애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Section 202 Program of Housing for the
Elderly or Handicapped) 및 섹션 8 주거 지원금 프로그램(Section 8 Housing Assistance
Payments Program), 및 (2) 섹션 202 비노인 장애인 가족과 개인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Section
202 Program for Nonelderly Handicapped Families and Individuals) 및 섹션 162 주거비 지원 및
단지 지원 계약(Section 162 assistance and Project Assistance Contracts).
본 계약서는 20__년 ___________월 __(A)_____일에 작성되어
임대인_______________(B)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와 임차인
_______________(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간에 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하기 사항을 증명한다
임대인은 이후 본 계약서에서 언급될 주택이 소재한 해당 단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이며, 이
단지는 1959 년도 개정 주택법 섹션 202(Section 202 of the Housing Act of 1959)에 따라 주택
도시 개발청 청장(이후 “청장”으로 지칭함)이 주선한 대출을 받았다
임대인이 청장과 주거 지원금 계약(HAP) 또는 임대 주택 단지 지원 계약(PAC)을
체결하였다(적용 불가능 계약 체결)
임대인과 청장간에 체결된 규제 합의서(Regulatory Agreement)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1959 년도
개정 주택법 섹션 202, 그리고 HAP 계약 조건에 따른 섹션 8 지원 주택에 대한 임차인 입주 자격
기준 및 지속적인 점유 조건에 관한 관련 HUD 규정, 또는 PAC 조항에 따른 섹션 162 지원
주택에 대한 임차인 입주 자격 기준 및 지속적인 점유 조건에 관한 HUD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해당 단지 거주를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및 개인에 한정하기로 동의하였다(적용 불가능
계약 체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계약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___________(D)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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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재 주택을 20__ 년 _______(E)______________________ 월 _____일부터, 20__ 년
_______(F)______________________ 월 _____일까지 1 년간 임대차한다.
2. 월임대료 총액(계약 임대료)은 $____(G)____으로 한다
3. 위 2 조에 명시된 총임대료에는 다음 공과금이 포함된다.
_________(H)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임대료에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면 "전부”라고 입력하고, 임차인이 공과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경우, 다음의 부가 조항을 3a 로 추가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된 총임대료에는 다음 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공과금 수당은
$_____(I)_______이다.
_________(J)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임차인이 직접 해당 공공 서비스 제공 업체로 납부하기로 한다.
공과금 수당이 총 주거비 중 HUD 가 승인한 명세 및 기준에 따른 임차인 부담액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은 초과분 환급 목적으로 HUD 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 정부를 대리하여 해당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비고: 공과금 수당은 섹션 8 비적용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식사 제공이 거주 조건일 경우, 그러한 식사 비용은 월 $___(K)___으로 정하며, 본 임대차
계약의 일부로서 의무적으로 식사 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
5. 총임대료 중에서, $___(L)_____를 주거 지원금, 또는 단지 지원금(적용 불가능 지원금)
명목으로 임차인을 대리하여 HUD 가 직접 또는 HUD 의 지시에 따라 지불할 것이며,
$_(M)____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이 금액은 HUD 규정 변경, 임차인 가구의 소득, 세대 구성,
또는 예외적인 의료비나 HUD 지정 명세 및 기준에 따른 기타 특별 지출의 변동 수준을 이유로,
또는 HUD 에 의한 공과금 수당 조정을 이유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러한 변경 사항은 임차인에게
보내는 통보서에 고지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고: 이 조항은 섹션 8 비적용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6. 총임대료 중 임차인 부담액은 매월 1 일 또는 그 이전에 _____(N)______________에서
임대인에게 지불하거나, 임대인이 수시로 서면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또는 지정
대리인(들)에게 지불한다.
7. 한달치 총임대료나 $50 중에서, 금액이 더 큰 쪽을 보증금으로 정하며, 본 계약 체결시에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로써 주택의 정상적 이용에 의한 소모는 제외하고 임차인,
임차인 가족, 방문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발생한 주택 손상에 대비하여
$_______(O)___________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그러한 파손에 대한 수리비가 청구되었을
때 보증금을 전액 보존하기 위해 수리비 전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본 임대차 계약 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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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상환되거나 체납 파손금 또는 임대료의 보전에 이용된다. 임대인은 보증금
이자 지급에 관한 모든 주법 및 지방법을 준수한다.
8. 임대인은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성별, 가족 상황, 국적 또는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또는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지 임차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9. 본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지되거나 수정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위에 명시한
임대료를 적용해 자동으로 1 개월씩 연장 갱신되나, 본문 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정될 수 있다.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0 일전에 미리 서면 통보하여 최초 계약 기간 또는 연장된 계약
기간의 만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주법에 따라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임대인의 본 계약 해지권에는 24 CFR Part 247 에 명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HUD
규정에 의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은 아래 (g)항에 명시된 대로 임차인에게 본 계약 기간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지됨을 서면 통보하여 최초 계약 기간이나 연장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해지는 반드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 주에서 정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법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불이행, 또는 기타 선의의 명분에 근거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해지가
다른 선의의 명분을 근거로 한 경우, 계약 기간 만기 시에 본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통보서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임차인이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 해지 통보서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주에서 정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법에 따른 중대한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할 경우, 해지 시점은 위 전술한 항 또는 주법 중
보다 최근의 것을 따른다.
(2) 아래 (1)항과 상관없이, 임차인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주법과 HUD 규정에 따라, 아래 (g)항에 명시된 방식대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 임차인이 본 계약 해지 발효일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에 관한
주법 또는 지방법에 의거해, 그리고 HUD 규정 요건에 따라 모든 법적 조처를 강구할 수 있다.
(d)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는, 임차인의 경우 다음이 포함된다. (1) 1 회 이상 본 계약을
크게 위반, (2) 단지의 거주 적합성에 지장을 주고,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다른 입주자들이
임대 주택 및 관련 시설을 조용히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며, 단지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단지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소한 계약 위반 행위의 반복, 또는 (3) 임차인이 임차인 세대의 가구
소득이나 세대 구성 또는 주거비 지원 자격 등의 요인에 관한 필요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음(24
CFR Part 5 에 의거한 사회 보장 번호 공개 및 확인 요구 불이행 또는 고의적인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 포함). 주법에 따라 허용된 유예 기간을 초과한 임대료 체납이나 본
계약(계약 부속조항 일체를 포함해)에 의한 기타 채무 불이행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기타 금전적 채무를 마감일이 지나서 주법에 의해 허용된 유예 기간 중에
납부하는 것은 사소한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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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임차인의 행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러한 행실이 차후로 본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됨을 알리는 통보서를 미리 보내지 않는 한 기타 선의의 명분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전술한
통보서는 아래 (g)항에 명시된 방식대로 임차인에게 송달된다.
(f)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1) 본
계약이 서면 통보서에 고지된 날짜에 해지됨을 알리고, (2) 임대인의 계약 해지 근거를 알리되
임차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지 근거를 상술해야 하며, (3) 임차인이
고지된 계약 해지일까지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 조처를 강구함으로써
계약 해지를 집행할 것이며 이때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고, (4) 통보서는 아래
(g) 항에 명시된 방식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다.
(g)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지 통보할 수 있다. (1) 통보서에 우체국 소인이
정확히 찍히도록 하고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반송 주소를 정확히 명기한 후, 제 1 종 우편으로
임차인의 단지 내 주소로 발송한다. (2) 위 통지서 사본을 해당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직접 전달하되, 성인이 없을 경우, 통보서를 입구에 놓아 두거나, 문으로 밀어 넣거나, 가능하면
출입문에 고정시켜 둔다. 위에 명시된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통보 완료하기 전까지는 계약
해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항에 명시된 제 1 종 우편물의 발송일과, (2) 항에
명시된 통보서가 전달된 날짜 중 더 늦게 도래한 날짜를 임차인의 통보서 수령일로 간주한다.
(h) 임대인은 HUD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임차인에게 수정 계약 입찰서 또는 기존 계약서
수정 부칙과 함께 관련 계약 조건 변경 통보서를 보냄으로써 최초 계약 또는 연장 계약 기간 만기
시부터 본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항상 24 CFR Part 245 와 임대료 인상에
관한 HUD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통보서와 입찰서는 (g) 항에 명시된 방식대로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최소한 임차인이 성문화된 계약 조건에 구속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종료일 30 일전까지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송부해야 한다((g)항에서 정의된 대로).
임차인은 수정 계약서나 부칙을 체결하여 계약 조건 변경을 수락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계약
해지 발효일 최소 30 일 전에 서면 통보서를 임대인에게 보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의
해지 통보는 서면 통보서에 우체국 소인이 정확히 찍히도록 하고 임대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 1 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i)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단지 내 또는 근처에서 임차인, 세대 구성원, 임차인의 방문객이 마약 관련 범죄
활동에 가담하거나, 임차인의 통제하에 있는 기타 인물이 단지에서 그러한 활동에 관여되어 있음.
2. 임차인의 거주인이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임대인이 결론내림.
3. 불법적인 마약 사용이 단지 내의 건강,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거주자들의
평화적인 거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결론내림.
4. 임차인,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방문객이나 임차인의 통제하에 있는 기타 인물에
의한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
(a) 다른 거주자(단지 내에 거주하는 단지 관리 직원 포함)들의 건강,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평화적인 단지내 거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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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지 인근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자택에서의 평화적인
거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5. 임차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후 처벌, 구류나 감금을 피하기 위해, 범죄를
위해, 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도주한 경우, 임차인이 도주한 지역의 법에서 이는 중죄로
취급된다. 즉 뉴저지주의 경우에 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6. 임차인이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른 집행 유예나 보호 관찰 조건을 위반할 경우.
7.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에 의한 알코올 남용이나 남용 패턴이 다른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또는 평화적인 거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결론내림.
8. 임차인,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방문객이나 임차인의 통제하에 있는 기타 인물이,
범죄 행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임대인이 결론내린 경우.
10. 임차인은 가구 소득, 세대 구성 및 기타 주거비 지원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 제출 요건을
이행하는 것이 임차인 부담 임대료 금액 및 임차인의 거주권과 관련된 임차인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의무 사항으로 간주됨에 동의하며, 또한 HUD 규정 및 요건에 따라 본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매년 임대인에게 소득을 재확인 받아야 함에 동의한다. (비고: 이 조항은 섹션 8
비적용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1. 임차인은 임차인의 소득 재확인을 통해 밝혀진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월임대료 중 임차인
부담액을 임대인이 조정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그러한 조정이 임차인에게 구속력을 지님에
동의한다. 임대인은 임대료가 조정될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의 일부인 부칙에 따라, 조정된 임차인
부담 월임대료 금액을 명시한 서면 통보서를 30 일 전에 임차인에게 발송하는데 동의한다. (비고:
이 조항은 섹션 8 비적용 임차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인의 소득 재확인 결과, 임차인의 소득이 계약 임대료와 공과금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판명되면, 임차인이 그러한 모든 주거비용을 부담하되,
더 이상 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득 증명의 의무가 없게 됨에 동의한다.
13.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의 양도, 주택 전대, 하숙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임차인과
그 가족만의 사적인 거주 용도 외에 그 어떤 목적으로도 본 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이 주택에 거주하기로 동의하고 또한 이 주택이 임차인과 임차인 가족의
유일한 거주지가 될 것임에 동의한다.
14. 임차인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원래 지불했어야 할 모든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a) 임차인이 자신의 최초 소득 증명이나 재확인 시에,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출함 (b) 임차인이 소득 재확인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15. 임차인 본인, 임차인의 승계자, 집행인과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a) 이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를 어떠한 차감도 없이, 임대인이 이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일 내에 신속히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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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임대한 주택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위 주택 및 부속 시설과
관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물 및 주택 사용 규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임차인이 위에 언급한 법률, 요건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벌금, 벌칙이 가해지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위반 행위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임대인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주택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어떤 목적으로도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
(d) 임차인의 행위나 부주의로 인해 주택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여 즉시 수리하고 임차인이 그러한 파손이 발생한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수리하지
못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 재량으로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그와 같이 발생한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e)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 설정자 대리인, 또는 임대인이
권한을 위임한 수리업체, 공공 서비스 회사, 시청의 직원이나 기타 인물이 타당한 주택 점검 및
수리 교체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f)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주택에 세탁기, 건조기나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
(g) 본 임차인이 본 임대차 계약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6.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통상적인 가정용 애완 동물을 키우도록 허용된다(24 CFR Part 5
및 24 CFR Part 5 에 명시된 애완 동물 관련 규정 의거). 임대인이 정한 애완 동물 규정은 본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임차인은 이 규정들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4 CFR Part 5 및 관련 규정, 그리고 주법이나 지방법에 따라 애완 동물의
퇴거 또는 임차인(애완 동물 소유주)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또는 두 가지
모두). 이 규정에는 24 CFR Part 5(특정 보조 단지 및 HUD 소유 단지에서의 애완 동물 퇴거)와
섹션 8 주거 지원금 및 단지 지원금 프로그램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에 적용되는 조항들이
포함된다
비고: Part 5 애완 동물 규정(Pet Rules)은 장애를 지닌 임차인이나 방문객에게 이용되어
타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옵션 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전에 적절히 통보한 후 적절한 시간대에 주택에 진입하여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임대인의 진입과 점검은 임차인 주택에서 키우는 애완 동물의 행위나 상태가 해당 주법 또는
지방법에 따라, 민폐를 끼치거나 단지 내 다른 거주민이나 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거주민의 서명이 첨부된 서면 민원을 받았을 때에(또는 임대인이
이와 같이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한해 허용된다.
관련 주법이나 지방법에 따라, 사납고, 심각한 질병 증상을 보이거나, 입주민 전체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기타 행동을 보이는 애완 동물을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주 또는 지방 당국자(또는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가 없을 경우,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들어가(필요 시) 해당 애완 동물을 퇴거시킬 수 있으며, 주법 및 지방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애완 동물에 대해서 그러한 조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는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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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임시 동물 보호소에 애완 동물을 수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애완 동물
소유주)에게 단지 내에서 애완 동물을 즉시 퇴거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애완 동물
소유주)이 이를 거부했을 때에 한해, 또는 애완 동물 퇴거 요청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애완
동물 소유주)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 한해,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애완 동물을 퇴거시키거나
기타 허용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임시 동물 보호소 비용은 24 CFR Part 5 규정대로 지불된다.
17. 임대인은 건강, 주택 및 건물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방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주택을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로
동의한다.
18. 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서에서 언급된 주택을 본인이 점검하였으며
승인하기로 동의한다. 임차인은 이로써 위에 언급된 주택의 완공 상태가 만족할 만하므로
임대인이 페인트칠, 미장작업을 재시공하거나, 이미 세입자를 위해 완료된 기타 어떤 작업이나
서비스도 재시공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다. 임차인은 자신이 해당 주택을 점검하여 양호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며,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 만기 시에, 자연적인
소모나 마손은 예외로 하고, 원래의 양호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로 동의한다.
19. 임대인의 서면 사전 승인 없이 건물 내/외부의 어떠한 구조 변경, 추가, 개조도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를 제외하면 입주 자격이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은 규정, 정책 또는 절차 변경
및, 주택이나 공동 구역의 구조 변경이나 해당 비용의 부담 등,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임대인의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하거나 상당한 재정 및 행정 관리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24 CFR Part 8 의 규정
참조 요망. 또한, 요청된 구조 변경이 상당한 재정 및 행정 관리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에 따라 임대인은 필히 임차인이 구조 변경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0.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공한 공익 설비를 낭비하지 않으며, 공익 설비나 장비를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또는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서면 사전 허가 없이 주택 내 또는 주위에
고정 설치물, 표지판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관련 허가를 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결 시, 임대인의 결정 여부에 따라 주택을 파손시키지 않으면서, 해당 고정 설치물,
표지판 또는 울타리를 전부 철거하기로 동의한다.
21. 본 계약은 해당 주택에 대해 현재 설정되어 있거나 향후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보다
하위이며, 지금 말한 저당권 기록이나 저당권이 본 계약보다 우선하고 선취권이 있으며 담보
우선 순위가 되며, 임차인은 그러한 일체의 증서들을 비용부담없이 체결하기로 동의하며, 이
서류들은 본 계약이 그러한 저당권(들)에 추가로 종속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그러한 증서들의 체결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나 그 양수인 또는 법적
대리인들은 선택에 따라 어떤 비용이나 손해도 부담하지 않고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의해 부여된 조건은 따라서 명백히 제한된다.
22. 임차인 소득 증명: HUD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HUD 에서 세대 구성원에게 보낸 가구
소득액이나 증명에 관한 안내문이나 기타 통보서를 필히 임대인에게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23. 임차인의 단결권: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차인 위원회가 단지 내에서 HUD 규정에 따라
명시된 임차인 단체 결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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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간 자격 갱신
(a) 임차인은 다음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기로 동의한다.
1. 세대 구성원의 퇴거.
2. 가장 최근의 자격 인증 또는 자격 갱신 심사에서 실직자로 보고된 성인 세대
구성원의 취업.
3. 세대 소득이 월 200 불 이상씩 점진적으로 증가.
(b) 임차인은 소득의 감소 또는 임차인 부담 임대료 산정 시 고려되는 기타 요인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할 수 있다.임대인의 확인 결과, 소득 감소나 기타 요인의 변동이
1 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대인은 해당 정보를 검증하여 임대료를 적절히
인하한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의 소득이 2 개월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원상 복구될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소득을 파악할 때까지 자격 인증 절차를 연기할 수 있으나, 임대료 인하는 소급
적용되며 임대인은 신고된 소득 감소 기간과 인증 절차 완료 기간 동안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임차인을 퇴출할 수 없다.임차인은 위 설명된 기간 동안 체납된 임대료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으로 임차인을
퇴출시킬 수 있다.
(c)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대 구성원이나 소득 증가에 관한 중간 변동 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부담 임대료를 HUD 에서 승인한 시중 임대료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 임대인은 오직 다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HUD 규정, 핸드북 및 지시 사항에
명시된 일정과 행정 절차에 의거해서만 이런 조처를 취할 수 있다.
(d) 임차인은 임대인과 면담을 요청해 소득 및 그외 기타 변동 사항이 임대료 또는
지원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임차인이 그러한 면담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만나 임차인 부담 임대료 또는 지원금이 있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동의한다.
25. 보조금 해지:
(a) 임차인은 다음 1 항이나 2 항 중 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자신에 대한 지원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지원의 해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음과 해당 임차인의 임대료가 재산정됨을 의미한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아래 기준
(1)에 따라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HUD 에서 승인한 시중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1) 임대인이 보낸 임차인 지원금 해지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 10 조 또는 24 조에 명시된 정보나 보고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음.
(2) HUD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와 공과금은 별첨 l 에 명시된 세대
총임대료(Family Gross Rent)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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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조금 해지 의향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동의한다. 통보서에는
임차인은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보조금 해지에 관해 상의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만남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보조금 해지에 대해 상의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만나기로
동의한다.
(c) 지원 해지는 해당 주택 점유권을 비롯, 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UD 절차상 요구되는 소득 및 기타 자료를 임차인이 제출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원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며, 지원금이 제공 가능할 경우, 이후에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
26. 임대인이 본 계약 조항, 규정, 합의사항과 조건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해당 조항, 규정, 합의사항 또는 조건을 집행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에 대한
포기를 구성하거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지금 말한 조항, 규정, 합의사항 또는 조건은
완전한 효력을 지속한다.
27. 임차인의 지속적인 본 계약 조건 이행에 대한 보답으로, 임대인은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
임차인이 위에 언급한 주택을 상시 점유하여 독점 사용할 수 있음을 서약한다.
28. 이유를 불문하고 섹션 8 주거 지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된다.
29. 계약서 별첨 항목: 임차인은 본 계약서 사본 1 부와 이에 수반되는 다음 별첨 항목들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별첨 항목들은 본 계약에 포함됨을 인지하였다.
a. 별첨 1 – HUD 임차인 자격 및 임대차 계약 절차 준수에 관한 임대인 증명(Owner’s
Certification of Compliance with HUD’s Tenant Eligibility and Rent Procedures),
HUD 서식-50059
b. 별첨 2 - 주택 점검 보고서(Unit Inspection Report).
c. 별첨 3 - 주택 규칙(House Rules) (해당될 경우).
d. 별첨 4 – 애완 동물 규칙(Pet Rules).

“영어 임대차 계약서에만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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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고 의무 – 주택 임대 사업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이 일반적인 사업
관행이므로 HUD 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담 시간(burden
hours)에 대해서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이 정보가
필요하며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OMB 관리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HUD 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께서는 이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이 필요하면 승인 요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HUD
또는 계약 관리부(Contract Administrator (CA))로 보내십시오. 임대차 계약은
단지 소유주와 임차인(들)간의 계약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 조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 사업에서 일반적인 사업 관행입니다. 소유주는
주택 임대 사업에 사용되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조항들과 해당
단지 건립의 근거가 되는 프로그램 및/또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HUD 필수 조항을 포함하는 HUD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24 CFR 5.360, 236.750, 880.606, 883.701, 884.215,
886.127, 891.425, 891.625 및 891.765 의 승인을 받았으며 임대차 규정과
조항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민감한 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특별한 보호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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