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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보증금 대체 – 공개 양식 
귀하는 보증금 대신 월세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실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월세를 지불함으로써, 
임대인은 귀하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귀하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건물이 마모되는 수준을 넘어 손상되는 경우, 
임대인, 임대인의 보험 회사 또는 채권 추심자가 귀하에게 건물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수준을 넘어서는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을 포함하는 미지불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법은 다음 세 가지 옵션을 허용합니다.  
(1) 임대 계약 시 보증금 전액 지불. 
(2) 해당되는 경우, 보증금 전액 및 기타 입주 비용을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일부 현지 법률은 장기간 분할 납부 허용   
(3) 임대인이 제안하는 경우, 보증금 대신 보증금 면제 월세 지불로 대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지난달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및/또는 지난달 월세 
$_________________을/를 지불하는 대신, 매월 월세에 추가로 $_________________이/가 
반복 청구됩니다. 

 

보증금 대신 보증금 면제 월세를 지불하기로 선택한 경우, 임대 기간 동안 지불할 금액을 일회성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와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면제 월세(환불 불가):  

    ________________ 
 
임대 기간 동안 총 월세:  

    ________________ 
 

1회성 보증금(환불): 

    

 

________________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또는 기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건물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수준을 넘어서는 수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험 회사는 임대인에게 최대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미지급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______________ 및 

손상에 대한 $______________ 

총 보장 금액: $________________ 

중요: 보증금 대신 매월 반복 청구되는 월세로 지불하기로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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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임대인이 귀하가 지불한 월세로 가입하는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2) 귀하는 임대인이 귀하가 지불한 월세로 가입하는 보험 증권에 따른 보험 적용 범위 
또는 보험 혜택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3) 귀하는 여전히 임대료와 임대에 필요한 모든 지불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건물 사용으로 인한 마모 수준을 넘어서는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은 보험 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귀하로부터 지불금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납 임대료 또는 기타 미지급금 또는 건물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수준을 넘어서는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보험 회사가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귀하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신 매월 반복 청구되는 월세를 지불하기로 선택한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__________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보증금을 지불한 다음 달부터 반복 청구되는 월세 지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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