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 관련 임대 계약서 부칙
방범창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 의무 통지서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반드시 다가구형 임대 주택 세입자가 임대 계약서나 임대 재계약서에
서명할 때 또는 임대료 인상 통지서와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용:

□ 1차 통지서

전달 날짜:_________________ 전달 방법: □ 직접 대면 □ 우편 □ 기타 ________

□ 2차 통지서

전달 날짜:_________________ 전달 방법: □ 직접 대면 □ 우편 □ 기타 ________

방범창에 관한 세입자의 법적 권리
귀하의 아파트에서 10 세 이하 아이가 귀하와 함께 살고 있으면 집주인은 열 수 있는 모든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집주인에게 귀하의 아파트에(아이가 함께 사는지에 관계없이)
방범창의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귀하의 집주인은 방범창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1) 열리지 않는 창문 또는 (2) 귀하의
아파트가 건물의 1 층에 있는 경우 또는 (3) 볼트를 사용하여 에어컨이 창문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열리는 공간이
4 인치를 초과하지 않는 창문의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집주인은 귀하의 아파트에 방범창을 설치, 유지보수, 또는 수리하는 비용을 귀하가 내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아파트에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범창을 함부로 조작 또는 개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즉시 이 통지서를 검토, 작성, 그리고 서명한 후 집주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아래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십시오:

□
□
□
□
□
□

현재 내 아파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내 아파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내 아파트는 1 층에 있기 때문에 방범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현재 내 아파트에 10 세 이하의 아이가 적어도 1 명 살고 있다.
나는 (어떤 이유로든) 내 아파트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싶다.
내 아파트의 적어도 하나 이상 방범창이 수리/보수가 필요하다. 어떤 방범창에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이 양식
뒷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해당 사항: 이 상자에 체크 표시가 있으면 이 양식의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세입자 이름(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 번호: __________________

(정자체)
세입자 서명(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파트 B – 귀하 아파트에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수리한 후 작성하십시오.
본인이 요구해서, 또는 집에 11세 미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방범창이
설치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방범창 설치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방범창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설치된 방범창을 함부로 변경, 개조 또는 제거하는 것이
위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방범창 수리비를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이름(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파트 번호:

_

(정자체)
세입자 서명(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 짜 : _________________

추가 사항:
집주인께 – 아래 수록된 방범창은 수리나 정비가 필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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