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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당신에게 해당됩니까?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8쪽 참고).

임대인이 세입자가 남긴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설령,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할 지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세입자의 물건을 취하거나 운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서 이사 나갈 때, 두고 간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구, 자동차, 가전 제품,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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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또는 세입자가 남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이동 주택(mobile home)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and lease home)도 이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사할 것을 통보한 후에, 또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이사할 것을 합의한 후 세입자가
		 이사한 경우,
•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퇴거할 경우,
• 세입자가 통보 또는 합의 없이 이사했을 경우.
다만, 임대(할부 구입) 가전 기기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신이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해당되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책자는 위의 각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통보 또는 합의로 인해 이사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가 아래의 항목들 중 한 가지에 의해 이사할 때, 임대인은
세입자가 남긴 물건을 즉시 소유하거나, 팔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 종료 통지서를 보낸 후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종료 통지서를 보낸 후
• 세입자와 임대인이 임차 종료에 서로 동의한 후
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는 모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세입자는
모든 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대부분 이 날짜는 임대 만기가 되기
전날입니다. 그 다음날 물건을 옮기는 것도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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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남겨 두지 마십시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릴 경우, 집행관
(Sheriff)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72시간 이내에 세입자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72시간 동안 임대인은 임대 건물
안이나 근처에 세입자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 조항에 대해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비영리 임대 주택인 경우, 임대인은 퇴거 명령 후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72 시간 이상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비영리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확인하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임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사에 대한 통지서를 주고 받지 않았거나, 임대인과 합
의 없이 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가 임대인과 합의 없이 이사했거나, 상호 간에 통지서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건물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세입자는 집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르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동안에 세입자가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집을 버린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신이 집을 장시간 비울 경우, 친구 또는 이웃에게 당신의
집으로 배달되는 편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세입자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판단되어도 임대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먼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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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 종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와 조정 위원회 양쪽에, 30일 이내에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직접 통지서를 전달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 건물에 통지서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위험한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조정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렸거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물건들을 소유하거나,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고 말하면 임대인은 적당한 시간에 세입자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 건물이나 그
근처에 세입자의 물건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퇴거할 때 체납된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인은 체납 임대료와 함께
세입자의 물건을 옮기고 보관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물건을 되찾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 건물을 방치한 경우, 임대인이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 중
하나를 행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위에서 말한 30일 후에 세입자의 물건을 팔 경우,
임대인은 판매금에서 체납 임대료 및 소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판매금이 체납 임대료와 소요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세입자는 아래 경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잔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위원회가 명령을 내린 날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물건을 가져갈 것을 통지한 날
임대인이 잔여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잔여금이 없다고 말한다면,
변호사 또는 지역 법률 상담소에 연락하십시오. 세입자는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조정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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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8 쪽을 참고하십시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가 사망하고 아파트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위험한 물건을 즉시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물건을
30일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 세입자의 친척이나 법정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보통 사망자의 재산(유산)을 관리하도록 유언장에
명시되었거나 법원에서 지명한 사람입니다.
임대인은 30일 후에 세입자의 물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품을 매각한다면 임대인은 매각 대금에서 체납
임대료 및 소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이 체납
임대료와 경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세입자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잔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 세입자 가족
구성원이나 법정 대리인이 6개월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그것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법정 대리인은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 합의 하에 계약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동 주택(mobile home)에 살고 있는 경우, 일부 예외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이동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고 있
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가 이동 주택(Mobile Home)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Land Lease Home)에 거주한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의
법률이 세입자의 물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종료된 경우, 세입자의 주택 자체에
러브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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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한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한 경우
•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경우
세입자의 임차 계약이 위에 열거된 경우 중 하나로 인해
종료되었고, 세입자가 이동 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떠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아래의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등기 우편으로 세입자의 최근 주소로 통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지역 신문에 해당 사항을 공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60일 동안 세입자의 연락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60일이 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 주택에
다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체납
임대료와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6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팔거나, 유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퇴거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과 신문에 공지
사항을 게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임대인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이미 임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임대인은 매매
		 금액에서 체납 임대료와 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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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통보 없이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집을
비우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주택을 방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다른 방치된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의 집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해 알고 싶다면 '이사에 대한 통지서를 주고 받지 않았거나,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이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목을 읽어
보십시오.

세입자가 모든 물건을 정해진 시간 내에 옮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입자가 모든 물건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져갈 수 없다면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추가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나 그 근처에 세입자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과 같은 차선책에 합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청한 사항과,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남겨둔 물건 중에
귀중품이나 세입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 있다면,
이것 또한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세입자는 추가 시간에 대한 법적 권리는 없지만, 일부 법정
판결에 따르면 임대인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세입자가 자신의 물건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거 후에 세입자가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책자에 설명된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 임대인에게 강제로 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물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입자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세입자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
주택 단속반(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
러브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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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772-9277 으로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거나 상당 금액을
		 지불하도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십시오.
• 임대인의 위법 행위를 치안 판사에게 고발하십시오.
• 임대인이 취한 세입자의 물건을 반환하도록 또는 가져간
		 물건에 대해 배상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세입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임대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어떻
게 해야 합니까?
법적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려면 지역 법률 상담소(Community
Legal Clinic)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지역 법률 상담소를 찾으려면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www.legalaid.on.ca)를 방문하십시오.
Contact 섹션에 있는Community Legal Clinics를
클릭하십시오. 또는 아래의 번호로 Legal Aid Ontario에
연락하십시오 :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 수신자 부담 전화 TTY 1-866-641-8867
• 토론토 지역 TTY 416-598-8867
CLEO의 책자인 '법적인 도움 받기 : 온타리오 지역 법률 클리닉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책자를 주문하는 방법은CLEO의 웹사이트
(www.cleo.on.ca/en/order-publications)를 방문하십시오.
CLEO의 Steps to Justice는 주택 법률 문제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Steps to Justice에서 각종 양식 및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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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와 같은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률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추천 정보가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하여 'Housing Law' 항목에서 이사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십
시오.
신청서와 임대인 및 세입자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그러나 이 조정
위원회는 당신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웹 사이트 주소는 www.ltb.gov.on.ca 입니다. 이 위원회의
전화번호는 1-888-332-3234 또는 416-645-8080이며
수신자 부담 전화 (TTY)를 원할 경우 1-866-607-1240로
전화하십시오.
임대 주택 단속반은 지방 정부 기관으로 임대주와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에
연락을 원할 경우 전화(1-888-772-9277) 또는 웹 사이트
(www.mah.gov.on.ca/ieu)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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