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어 - 주제 5 – 공공설비Korean - Topic 5 – Utilities 

Renting a home: 
A tenant’s guide to rights and responsibilities

그러니까 새 집에 입주한 첫 날인데… 저런, 전등이 안 
켜진다구요?

…게다가 전화까지 불통이고요?

호주의 주택은 대부분 공공설비와 연결된 전선과 
파이프가 들어와 있는데요. 

공공설비에는, 

• 가스와 

• 전기

• 전화 

• 그리고 상수도가 포함되고요. 

이 중 일부는 세입자가 계정을 만든 다음에야 이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렌트한 집에 입주하기 전에 공급업체에 연락을 
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공공서비스를 다시 연결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 입주 전날 전기와 가스 스위치를 켜게 
한다든지 공급업체에 전화 계정을 설정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구요. 

공공서비스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공공요금은 누가 지불할까요?

부동산에 계량기가 따로 설치된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공공요금을 지불하지요.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렌트비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체나 집주인과 함께 세입자가 서명하는 
렌트 계약서에 각각의 공공요금을 누가 내는지 
적혀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다시 연결하거나 스위치를 
켜는 데는 요금이 붙고요,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계약서에 
서명도 하셔야 할 거에요. 

그리고 기존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공공서비스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요. 

계약을 조기에 끝내면 이에 대한 비용을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가스와 전기는 어떨까요?
어떤 집은 요리용 스토브와 오븐, 난방에 가스를 
이용하고 또 어떤 집은 전기를 이용하죠. 

셋집에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가스와 
전기 요금을 내야 하는데요. 

별도의 계량기가 없다면 세입자에게 그런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겠죠. 

가스와 전기요금고지서 문제 또는 공공서비스업체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Energy & Water Ombudsman Office  
(에너지 및 수도 옴부즈맨 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집에는 이미 전화선이 들어와 있죠. 일부에는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코드가 있을 수도 
있구요.

세입자는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그리고 그 이용에 
관련된 요금을 내야 되죠. 

여기에는 장비, 임대 요금 그리고 세입자 이름으로 공급 
설정 요금 등이 포함되니까 주의하시고요. 

TV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집에 기존의 TV 안테나가 있지요. 하지만 TV 
수상기는 세입자 본인이 물론 마련해야 되겠지요. 

유료 TV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설치하기 전에 꼭 부동산 중개업체나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하고요. 

상수도는 어떤가요?
상수도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달리 항상 연결되어 있죠. 
수도 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면 계량기 연결 밸브를 열어 
보시면 되고요.

집에 별도의 수도계량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양만큼만 요금을 내면 되는데요. 주택에는 보통 별도의 
수도 계량기가 있죠. 

하지만 유니트의 경우는 좀 다르죠.  유니트 단지는 대개 
공용 미터기를 가지고 있고요. 별도의 계량기가 없을 
때는 집주인이 수도 요금을 내죠. 

집에 별도의 계량기가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업체가 
수도 사용량을 보여주는 수도요금고지서를 세입자에게 
꼭 보내야 되고요. 

부동산 중개업체나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요금고지서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되고요, 그러면 세입자는 최소 21일 
내에 납부하시면 되죠.

또한 부동산 중개업체나 집주인은 물 절약 샤워기와 
같은 ‘물 효율’ 설비를 마련해야 되고요. 물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물이 새는 수도꼭지는 꼭 고쳐주어야 
되겠죠. 

공공서비스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나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즉시 연락해 주시구요. 

예를 들어 수도 파이프가 터지면, 부동산 중개업체나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하셔야 해요.

이런 유형의 수리는 렌트 계약법상 ‘긴급 수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수리해주어야 되고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할 수 없거나 
아니면 연락해도 이들이 납득할만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세입자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리비를 직접 지불할 수 있죠. 

세입자는 14일 이내에 집주인으로부터 수리비로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 이 경우 수리비용이 $1,000 미만이고 

• 세입자가 파손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었고

•  세입자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부터 받은 영수증과 
문제점 보고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죠. 

세입자가 수리비를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Consumer, Trader and Tenancy Tribunal (소비자, 상인, 
임대차 재판소)에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 
하달을 신청할 수 있죠.

세입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청 www.fairtrading.nsw.gov.au를 방문하거나  
13 32 20로 전화하세요. 

언어 지원이 필요하시면 13 1450으로 전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