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궁금해요

남편 직장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계약기간도 지났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

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와 신·구 임대차계약서를 구

비하여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신청하세요.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완료일은 9월 1일이고, 

새로 이사하고 싶은 집은 8월 25일에 잔금을 지

불해야 해요. 꼭 이사하고 싶은 집인데 놓치면 

어쩌죠?

 짧은 기간 동안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임대차등기 동의를 해주면 서울시 

기금을 활용한 대출을 받아 이사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새요. 집주인은 수리해

줄 테니 계속 거주하라고 하네요. 아이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상담, 융자 추천, 분쟁과 소송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

호사등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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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융자 추천,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 

골치 아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걱정은 놓고 

마음 편히, 제때 이사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번지(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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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들어올 세입자와 이사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임대차관련 모든상담 및 보증금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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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지원및 신청대상

• 보증금 2억5천만 원 미만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후)

•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간 조정후 대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해지 효력발생일부터 신청 가능  

대출한도

 2억2천2백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구비서류

• 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서

• 전세대출 상환 확인서(舊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상환 시 1개월이내 우선 상환 확약)

※ 최저생계비 120%이하 경우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보증료 서울시 지원)

업무처리 절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사 시기가 않맞아  
 원하는 집을 계약할 수 없어요”

상담서비스

•사법구제절차 안내 

- 변  호  사 :  지급 명령, 민사 조정, 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률절차 

서비스 제공

- 법  무  사 :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등 절차 및 작성 안내

•융자추천 

- 공무원 :  보증금 미반환 및 이사 시기 불일치 관련 대출 

상품 융자 추천 등

•임대차상담 

- 공인중개사 등  : 임대차 상담 및 분쟁 조정 등

주택금융공사 

세입자 

시중은행새(新)집주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❻ 법률서비스안내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 소송 등 

❷ 대출신청(구비서류)

❶ 상담요청
임대차 상담, 분쟁조정,  
임차권등기명령

❸ 상담지원 및 융자추천 

❹ 지급보증❺ 보증금대출 

지원및 신청대상

• 보증금 1억6천5백만 원 미만 주택

•  쌍방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세입자(계약금 기납부)  

→  계약기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대출한도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舊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또는    

新 임차주택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재    원

•서울시 기금  ※ 우리은행 대출업무 위탁

구비서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新·舊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등기 확인서→  舊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및 우선

변제권 유지 위해 필요  

업무처리 절차

❷  상담요청 및  
대출신청(구비서류)

❸ 상담지원 및 융자추천 

세입자 전(舊)집주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❶  임대차등기
(동의)

❹ 대출

우리은행새(新)집주인 ❺ 질권설정
(통지 또는 승낙) 

계약자 간
 이사 시기 

불일치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문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2012년 8월 9일부터 주택임대차

와 관련한 모든 상담, 분쟁 조정, 융자 추천, 사법구제절차 지원 등 

One Stop 종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원 절차

임대차 상담

• 임대차 계약사항, 보증금 인상 요구, 수선 유지 의무

(도배·장판), 임대차계약 중개 등

임대차 분쟁 조정

•전월세금 증감, 집수리 비용 부담 등

대출상담 및 추천

• 계약종료 후 전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보증금 미반환 사례)

• 이사할 집을 계약했는데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이사 시기 불일치 사례)

법률서비스 제공(사법구제절차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등기) 방법,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진행 사항 및 배당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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