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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사 소개

Ⅰ 공사소개
1

2

연혁
1993.4.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등기

1993.4.

► 분양보증 등 14개 보증 및 융자업무 개시

1999.6.

► 대한주택보증㈜로 조직전환 설립등기

2003.7.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규 취급

2005.1.

►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2개 상품 출시

2008.10.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개시

2009.5.

► 미분양투자상품 분양보증 편입사업 실시

2010.6.

► 정비사업추진자금 융자수탁업무 실시

2011.4.

►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출시

2012.1.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8개 상품 출시

2013.9.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등 9개 상품 출시

2014.1.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관리보증 출시 및 공유형모기지 수탁업무 실시

2014.6.

► 표준PF대출 및 오피스텔분양보증 출시

2015.2.

► 임대사업종합금융보증 출시

2015.7.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 설립(주택도시기금법)

2016.3.

►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 출시

설립목적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16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3

주주현황

4

주요업무

주주명
정부
금융기관
주택업계
자기주식
기타

보증업무
보증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기금업무

지분율
68%
9%
3%
19%
1%

비고
국토교통부
-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30개 보증상품 운영
►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환급이행
► 주채무자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
► 보증거래 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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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ㆍ지사ㆍ관리센터
구분
주소

기획조정실
인사처
혁신성과처
경영관리처
IC T 추 진 실
리스크관리실
준법지원실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정보보안센터
금융기획실
심사평가처
채권관리실
보증이행처
기금관리실
기금지원처
도시재생기획처
도시재생운용처
도시재생지원처
홍보비서실
감사실
동부PF금융센터
서부PF금융센터
남부PF금융센터
중부PF금융센터
서울북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서부지사
서울남부지사
부산울산지사
대구경북지사
광주전남지사
대전충남지사
경기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스마트전세지원센터
제주출장소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
기금대출지원센터
리츠자산관리센터
서울북부관리센터
서울서부관리센터
서울동부관리센터
영남관리센터
중부관리센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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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6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1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7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5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5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1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1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1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6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5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6층
< 영업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7층 (태흥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길 30, 18층 (T타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6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6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5층 (영풍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2층 (역삼아이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8층 (KTB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14, 5층 (정보통신빌딩)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14층 (현대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대로 334, 7층(교원공제회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6층 (광주빛고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0층 (한화생명사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9층(한국교직원공제회관)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3층(NH농협 원주시지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 5층(교원공제회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3층 (교원공제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1층(산업은행빌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7층 (한화생명사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6층 (삼성화재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3층 (태흥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3층 (태흥빌딩)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층 (태흥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층 (태흥빌딩)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0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7층 (태흥빌딩)
< 관리센터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 (남산T타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44층 (전경련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5층 (역삼아이타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7층 (교보생명)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한화생명)

전화

팩스

051)955-5364
051)955-6716
051)955-5345
051)955-5374
051)955-6762
051)955-6856
051)955-5884
051)955-5337
051)955-5469
051)955-5796
051)955-5768
051)955-5813
051)955-5845
051)955-2208
051)955-2248
051)955-2285
051)955-2303
051)955-2324
051)955-5436
051)955-5419

051)955-5306
051)955-5605
051)955-5307
051)955-5405
051)955-5408
051)998-6799
051)998-6890
051)955-5407
051)998-6870
051)955-5705
051)955-5706
051)955-5805
051)955-5806
051)998-2210
051)998-6890
051)998-2280
051)998-2310
051)955-2330
051)955-5606
051)955-5406

02)3771-6255
02)6021-8757
051)955-6813
051)955-6828
02)397-2732
02)2050-7805
02)6299-4925
02)6009-7986
051)922-7783
053)210-2923
062)350-5692
042)479-8514
031)8002-7070
033)902-6604
043)913-2020
063)250-6415
055)210-3460
042)479-8527
064)909-7650
02)6123-8316
02)9123-8364
051)955-6723
02)3771-6506
02)3771-6572
051)955-6899
02)3771-6356

02)3771-6250
02)6021-8769
051)955-6809
051)955-6830
02)397-2731
02)2050-7811
02)6229-4940
02)6009-7911
051)922-7788
053)210-2930
062)350-5990
042)479-5801
031)8002-7070
033)902-6666
043)913-2070
063)250-6450
055)210-3460
042)479-8506
064)909-7666
02)6123-8340
02)6123-8390
051)955-6730
02)3771-6519
02)3771-6579
051)955-6759
02)3771-6360

02)6021-8664
02)6123-8224
02)2050-7872
051)922-7426
042)479-8575

02)6021-8670
02)6123-8240
02)2050-7861
051)922-7470
042)479-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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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증별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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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단계별 보증상품 안내
① 인·허가

PF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리츠회사채보증
인 ㆍ허가 보증
감리비예치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
건설사업자가 대출(PF)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
사업금융(PF)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재수탁자
(우리은행 등)로부터 대출받는 기금 융자금의 상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 설치 등
인ㆍ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재개발·재건축·도시
환경·주거환경개선·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금융
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부담금/사업비(초기사업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② 착 공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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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
(사용검사 前)
오피스텔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용검사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조합의 손해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
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③ 공사 기간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후분양대출보증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용도의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④ 준 공

하자보수보증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모기지보증

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용검사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사용검사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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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 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임대관리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2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임차)
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지급
(임대관리임대료보증) 및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을 책임지는 보증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상품 안내

도시재생PF보증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
도시재생
시설 ㆍ운영자금보증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보증

도시재생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토지비 등
사업비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건물 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시설·운영자금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을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사업자가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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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증이용 절차
기업보증(보증상품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업무

보증심사업무

보증발급업무

6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업무거래등록
- 최초보증거래전관할지역영업지사에고객일반현황을등록
- 소요기간 : 즉시
- 등록자격 : 자격제한 없음
▪ 신용평가
-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신용평가등급 부여
- 보증료율, 융자금이율, 보증한도 등의 결정 기준
- 소요기간 : 7일∼30일
- 등급구간 : AAA, AA ∼ CC, C, D (15등급 체계)
▪ 보증신청
- 보증상품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 신청
▪ 보증심사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해당 여부, 제출서류 완비 및 유효
여부, 담보 적정여부 등 내규에 정한 사항 등을 심사
▪ 보증채무약정
- 보증신청고객과 공사의 권리·의무사항을 정함
- 소요기간 : 1일∼3일
▪ 보증료납부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화, 할인 및 할증제도 운영
-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료 전액 납부
▪ 보증발급
- 보증심사 결과 적정한 경우에 보증서 발급
- 보증 발급 후 추가발급 및 재발급 가능

Ⅲ. 보증이용 절차

개인보증
※ 집단취급 상품과 건별취급 상품으로 나뉘며, 보증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집단취급 상품
- 사업장단위로 보증이 취급되는 보증상품의 경우
·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사업자용), 전세금안심대출보증(주택사업자용) 등
집단취급승인 신청

집단취급심사 및 승인

보증채무약정 체결

건별 보증신청

신용조사·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 주택사업자,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신청

▪ 취급 가능여부 등 심사 및 승인

▪ 보증채무약정 및 담보신탁

▪ 세대별 보증신청

▪ 보증가능 여부 등 심사

▪ 보증료 납부

◆ 건별취급 상품
- 사업장단위로 보증이 취급되지 않는 보증상품의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 임차료지급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 등
보증상담

▪ 공사 각 지사, 금융기관

보증신청

▪ 필요서류 제출

신용조사·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 보증가능 여부 등 심사

▪ 보증료 납부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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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업무거래등록
1

개 요
► 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이 보증거래 전 상호, 대표자, 주소, 주주현황 등
기본사항을 공사에 등록하는 절차

2

영업부서별 업무구역(고객의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영업부서
동부PF금융센터
서부PF금융센터
남부PF금융센터
중부PF금융센터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
서울북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서부지사
서울남부지사
부산울산지사
대구경북지사
광주전남지사
대전충남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8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업무거래 영업부서 >

업무구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가평군,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수원시, 평택시
- 강원도 전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전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 전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가평군,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및 강원도 전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 인천광역시 전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제주도 전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및 충청남북도 전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가평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경기도 광명시, 김포시, 안양시, 고양시, 파주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경기 과천시,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역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전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제주도 전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도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전역
- 강원도 전역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전역
- 경상남도 전역

Ⅳ. 업무거래등록

제출서류

3

① 업무거래등록(변경)신청서
②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③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을 말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주주명부 사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함)
(다만,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거래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부터
⑤까지의 서류 중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신고

4
►

보증거래 고객은 업무거래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공사에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업무거래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사항
상호
○
대표자

○

법인인감증명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

주택사업등록번호

○

세무서사업자번호
소재지

○
○

전화번호

○
변경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변경사항
상호
○
주택사업등록번호
세무서사업자번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

소재지

인감계

○

○

○
○

인감
전화번호

개인인감증명서

○
변경신고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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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용평가
1

개

요

► 보증거래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 아래 15개 등급 중
1개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거래 조건을 부여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C-

CC

C

D

► 신용평가는 보증료율, 융자금이율, 보증승인의 전결기준, 보증한도, 보증심사평점
결정의 기준
► 신용평가는 보증료율, 융자금이율 등의 기준

2

평가절차
평가신청

조사 및 평가

▸재무자료 접수
- 인터넷
▸비재무자료 접수
- 영업부서

▸신용조사
▸신용평가
- 재무ㆍ비재무모형

3

등급 확정

등급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
완료

▸공사→거래고객

평가대상

► 조사 및 평가는 보증거래고객전부를 대상으로 함
【 신용평가 제외사유 】
①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한국기업데이터(주)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조회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금(지급보증을 포함) 또는 카드대금(할부 금융을 포함)을 연체중인 자
- 특수채권업체로 분류된 자
-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 법원의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③「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④ 공사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등록기간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로서 재무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개인사업자가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
⑥ 그 밖에 공사 규정에 의한 보증금지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평가시기

► 최초 거래업체 : 보증 신청 전
► 기존 거래업체 : 매년 3월 1일 이후 정기평가(직전년도 등급만료일 30일전 신청)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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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용평가

유효기간

5

► 신용평가등급 확정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차기 신용평가기준이 되는
결산일로부터 5개월(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금이율에 대한 등급적용은 등급이 변경된 날 다음날부터 효력발생

► 유효기간 내라도 중요 신용상태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변경
하여 적용

제출서류

6

평가신청서류

대기업

외감

비외감·소기업

❶ 신용평가신청서

◎

◎

◎

❷ 기업실태표

◎

◎

◎

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

◎

❹ 법인등기부등본

◎

◎

◎

❺ 주택건설실적확인서

○

○

○

❻ 재무자료(최근 3개년)

원가명세서만 제출

원가명세서만 제출

◎

❼ 수상실적 등 증빙(사본)

○

○

○

❽기

○

○

○

►

타

“◎”표시항목은 필수서류이며 “O”표시 항목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합니다.
단, 조사 및 평가자료 중 변동사항이 없어 이미 받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료 제출방법

▣ 비재무자료 제출 : 고객 관할 영업부서에 우편 및 방문제출
- 신용평가신청서, 기업실태표, 신용정보활용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단, 인터넷신용평가 신청시스템 이용 시 신용평가신청서, 기업실태표 제출 생략가능
▣ 재무자료 제출 : 온라인 전송
-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신용평가 신청 메뉴에서 제출방법 조회
- 외감여부 및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
【 재무자료 전송 방법 】
구분
전송방법
비고
한국기업데이터의 FIND SYSTEM을
단, IFRS적용 기업은
원가명세서 제출 생략 가능
이용하여 원가명세서만 제출
* 네오아이플러스 등
회계프로그램 사용 업체
외부감사 비대상기업 FIND SYSTEM 또는 Meta Gate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시
기타 제출 이용
e-mail(find@kedkorea.co.kr) 또는 *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 및
기타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
Fax(02-3279-6600) 이용
외부감사 대상기업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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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보증채무약정
1

약정 체결
► 보증신청인은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권리ㆍ의무사항을 정하는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2

약정 종류
► 보증채무약정은 개별거래 또는 한도거래 중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

3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해당 보증 신청건에만 유효한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보증한도액 및 약정기간 이내에서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각종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 보증채무약정서 (한도거래용 또는 개별거래용)
► 약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주주명부(개인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보증채무약정서, 약정관련 서류 및 보증신청서 등의 서류에는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한
인감 또는 공사에 신고한 사용인감을 찍어 업무거래를 할 수 있음)

4

연대보증인
► 보증채무약정시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를 개인연대 보증하게 하여야 함.
(다만, 보증신청인이 공공기관이거나 신용도가 우수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대보증인의 입보면제대상
1. 공공기관과 그 재투자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5. 우수거래고객, 우수실적고객 또는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고객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관리종목에 편입된
업체 제외)
7.「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등 단일사업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8. 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고객
9.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또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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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보증채무약정 / Ⅶ. 보증한도

Ⅶ 보증한도
1

보증한도
► 보증한도는 전사운용한도, 보증군별 총보증한도, 고객포괄한도로 분류함

2

한도관리

► (전사운용한도) 정관에 따라 자기자본의 50배로 산출하며, 담보부보증의 보증금액은
전사운용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보증군별 총보증한도) 전사운용한도 내에서 보증군별 총보증한도를 부여하며, 보증
리스크를 감안하여 유사보증을 3개의 보증군으로 분류
구분

전사운용한도 대비

주택개발보증군

69%이내

금융보증군

12%이내

주거안정보증군

19%이내

► (고객포괄한도) 고객포괄한도는 고객의 채무부담능력을 반영한 재무한도와 사업수
행능력을 반영한 매출한도를 고려하여 부여하며, 공사 자기자본 기준으로 한도상한을
설정
산출식 = Min[max｛기본한도,(재무한도×0.6+매출한도×0.4)｝,공사자기자본 ceiling]

- 기본한도 (신설업체 또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보증이용 기회 제공)
산출식 = [Max(자기자본, 자본금)×10(건설업 자본금회전율)×3.5(평균보증기간)]

- 재무한도 (기업의 채무부담능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채비율과 신용등급 반영)
산출식 = [(자본총계×4-부채총계)÷조정률(신용등급별 10%∼30%)]

- 매출한도 (과거 영업실적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반영)
산출식 = [Max(당기매출액, 전기 매출액, 전전기 매출액)×3.5(평균보증기간)]

- 자기자본ceiling (고객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포괄한도 상한선 적용)
산출식 = [공사 자기자본 × 25% ÷ 조정률(신용등급별 10%∼30%)]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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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포괄한도 증액) 보증신청인이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의
경우에 산출된 고객포괄한도에 신용평가 등급별로 최대 10억∼50억을 가산함

- 보증군별 보증한도 범위내에서 운용
구분
주택개발보증군 및
주거안정보증군
금융보증군

►

보증군별 보증한도 대비
70%이내
30%이내

(보증한도의 이용) 고객포괄한도에서 보증잔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위험가중잔액을
차감하여 여유한도 내에서 이용
보증이용 한도 = 고객포괄한도 – 위험가중잔액 (보증잔액 × 위험가중치)

- 위험가중치
구분

위험가중치

주택개발보증군

20%∼125%

금융보증군

35%~125%

주거안정보증군

20%∼100%

(기타) 연대보증채무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금액은 해당고객의
고객포괄한도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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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보증별 주요내용

Ⅷ 보증별 주요내용
1

주택사업금융보증_(1) PF보증

▪「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PF)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PF)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보증대상

▪ 주택분양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득한 경우로서,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주택임대보증 포함) 대상이 되는 사업
PF보증서를 담보로 주채무자(보증신청인)에게 주택사업금융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보증채권자 ※ 보증부 표준 PF의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대출기관) 및 주관금융기관이 구성한 대주단이 PF대출 실행을 전담
* 대출금리 : CD(3개월물)금리 + 1.60%
▪유동화전문회사
사업비를 유동화 금융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주채무자
(보증신청인) ▪ 주택사업금융을 대출받는 차주인 시행사 겸 보증신청인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 원금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리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주택분양 사업 총 사업비의
이내
보증한도 ▪
▪ 주택임대 사업 총 사업비의 이내
▪ 사업유형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을 당해 단위사업에 선투입
(SPC)

-

▪
-

-

▪
▪
-

필수요건

-

[

]

(

)

50%

(

)

70%

주택분양 사업) 토지비의 10%와 총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이상
(주택임대 사업) : 총사업비의 5%
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
신용평가등급(HUG 등급체계 기준)이 BB+등급 이상(건축허가 대상
(30세대
미만)이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C등급 이상인 자)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
사업부지는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당해 단위사업의 건축연면적이 아래 요건 충족
분양 사업장 : 수도권 및 광역시 5천
이상, 그 외 1만
이상
임대 사업장 : 5천
이상
(

㎡

㎡

㎡

※ 주거약자 지원형 정책사업 특례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하 함
-

공공성 요건) 도심 등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
주택세대수 30세대 이상), 사회적주택 임대사업(임대기간 15년 이상), 공동체주택 임대사업
(자기자금 선투입) 총사업비의 5% 이상. 단, 토지임대부사업은 20%이상이나 지자체등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5% 이상
(시공사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1. 신용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자. 다만,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이거나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인 자
2. 시공능력평가순위가 500위 이내인 자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주택
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인 자
(
(

-

-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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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1등급

(단위:

연)

2등급

3등급

4등급

연 0.563%
연 0.697%
연 0.848%
연 0.982%
※ 단, 보증신청인이 임대리츠(주택도시기금 출자)인 경우에는 아래 보증료율을 적용

구분

공공임대리츠(한국토지주택공사 이외의
지방공사 등이 출자한 리츠에 한한다),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리츠, 정비
사업 임대리츠, 토지임대부 임대
리츠 및 특화형 임대리츠
공공임대리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

5등급

연 1.104%

1등급

2등급

3등급

0.103%

0.171%

0.283%

0.066%

※ 사회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입확약을하는 경우에는 연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보증료율(연)
연 0.220%
연 0.325%
연 0.668%
(

0.1%)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보증신청서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단, 수용 부지는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확인 또는
재결서 등 보상액 확인서류, 매도청구소송대상 부지는

1

심 판결문을 포함)

3.

대출금액 및 조건이 명시된 금융기관 대출 의향서

4.

사업계획승인서(승인조건 첨부) 또는 승인신청서 사본(사업계획승인 이전인 경우)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

6.

분양(임대)예정가내역서

7.

예정공정표

8.

양도각서

9.

공사포기각서

10.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11.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비를 유동화 금융에 의해 조달 時 자산유동화계획서
-

(

)

(ABS

총액인수기관) 의향서,

,

ABCP

매입보장기관

매입보장약정서, 대출약정서, 자산양수도계약서,

ABCP

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등
-

토지임대부 임대사업) 임대사업기간 이상의 계약기간인 토지임대차계약서, 보증기간 중

(

토지소유자와 보증신청인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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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보증별 주요내용

1

주택사업금융보증_(2) 기금 건설자금 대출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이란?
(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재수탁자(우리은행 등)로부터 대출받는
기금 융자금의 상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다음에 해당하는
보증대상

준)주택을 건설하는 단위사업(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

(

·

·

-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공공분양 공공임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

준주택자금

-

민간건설임대주택자금

-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및 기금재수탁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보증채권자

(

(대출기관)

위탁받은 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는 차주
▪ 보증부대출 예정금액의
부분보증비율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리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보증금액

90%

보증기간

-

(

)

보증신청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주식보유자를 말함)가 연대입보하여야 함

필수요건
-

시공자는 당해 사업의 건물 사용승인시까지 연대입보

*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시공자는
연대입보 면제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다만, 보증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승인)예정월에 6개월을 가산한 월의 말일
까지를 보증료 산정기간으로 하여 보증료를 납부하고, 동 산정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이 미해지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보증료 납부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단위:

구분
주거약자 지원형 정책사업
그 외 사업

-

보증기간이

1

연)

심사등급
2등급
연 0.5%
연 0.6%

1등급
연 0.2%
연 0.3%

년을 초과할 경우 매

1

년마다

0.1%p

3등급
연 0.8%
연 0.9%

를 가산하되 최대

0.2%p

까지 가산함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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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8

1.

보증채권자가 확인한 보증신청서

2.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3.

보증신청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4.

보증약정관계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5.

신청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

6.

대출금액 산출근거

7.

보증채권자가 작성한 여신기술검토서

8.

분양예정가 내역서

9.

예정공정표

10.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1.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Ⅷ. 보증별 주요내용

2

리츠 회사채보증(모리츠/토지지원리츠/임대리츠 회사채보증)

▪「리츠회사채보증」이란?
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보증을 말한다
가. 모리츠 회사채보증

:

모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

나. 토지지원리츠 회사채보증
다. 임대리츠 회사채보증

:

:

토지지원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

임대주택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

보증개요

▪ 주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
1.

모리츠 회사채보증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모리츠가 자리츠의

임대주택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2.

보증대상

토지지원리츠 회사채보증

: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매입자금의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3.

임대리츠 회사채보증

:

임대주택리츠가 준공 후 운영비의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다만, 공공임대리츠(한국토지주택공사가

·

출자한 리츠 및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에 한함)의 경우 사업비
부동산 매입비 포함)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

보증채권자

▪ 주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한 자

주채무자

▪ 회사채의 발행인인 모리츠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주채무자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액

보증기간

,

토지지원리츠 및 임대주택리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회사채 원금의 상환기일까지

※ 모리츠, 토지지원리츠 회사채보증은 13년을, 임대리츠 회사채보증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모리츠 회사채보증 모리츠 자기자본의 이내
▪ 토지지원리츠 회사채보증 토지지원리츠가 신규로 매입하는 토지취득
:

50%

:

금액의

보증한도

80%

이내

▪ 임대리츠 회사채보증
가. 공공임대리츠(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출자한 리츠): 총사업비의
10%

이내

·

나. 공공임대리츠(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총사업비의

60%

이내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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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구 분
보증료율 평점

모리츠 회사채보증
토지지원리츠 회사채보증
공공임대리츠,
임대리츠
회사채보증
공공임대리츠

1등급
80점이상
0.078%
0.047%
0.051%

2등급
70～79점
0.118%
0.068%
0.087%

3등급
60～69점
0.137%
0.082%
0.116%

0.035%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보증료율 등급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보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3.

정관 사본

4.

국세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5.

회사채 발행 계획서(회사채 원리금 상환계획 포함) 및 이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

6.

회사채 발행 결의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7.

총액인수 의향서

8.

회사채 인수계약서 관리계약서 및 지급대행계약서

9.

투자보고서(최근 제출분. 자산의 구성현황에 대한 보증신청시까지 변동내역 포함)

10.

20

개월 이내 발급분)

3

·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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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ㆍ허가보증

▪「 인ㆍ허가보증」 이란

?

·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

시설물 설치 등 인 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을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의 설치, 원상회복 및 그 밖의 인ㆍ허가 조건
보증대상

·

다만,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전제로 하는 인 허가 조건은 제외)

(

▪「건축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이

5

㎡

천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비용의 예치의무

보증채권자

▪ 인ㆍ허가권자

주채무자

▪ 인ㆍ허가 조건의 이행을 부담하여야 할 자

보증금액

▪ 주채무자가 인ㆍ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 또는 예치금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인 허가권자가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까지(다만,

·

·

인 허가권자가 확인한 무사고증명원을 제출받는 경우에는 인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음)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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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단위: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0.054%

∼ 최고

0.218%

▪ 특별할인
-

우수고객 또는 그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영업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본점승인을 받아 추가로 할인 가능

▪ 모범납세자 할인
-

정부 및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2

1.

보증신청서

2.

인ㆍ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사본

3.

건축허가서 사본(안전관리비용의 예치의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Ⅷ. 보증별 주요내용

4

감리비 예치보증

▪「 감리비예치보증」 이란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보증대상

▪「주택법」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사업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사업
15

보증채권자

▪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감리자

주채무자

▪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

보증금액

▪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원금 부가가치세 포함

보증기간

(

▪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 공사감리계약서상의 감리기한까지
감리기한이 사용검사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까지)

(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단위:연)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0.960%

∼ 최고

1.920%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보증신청서

2.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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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조합원 이주비/부담금/사업비 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란

?

·

·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필요자금
(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도시
보증대상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제

2

「전통시장

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

」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시장정비사업
보증구분

▪ 조합원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보증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수협은행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

/

/

(

)

(

,

)

,

,

보증채권자

받은 증권금융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중앙회 포함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호의 주택공사 등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수탁 또는 재수탁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위에서 열거한 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금융 대출채권을 양수한 자
▪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차주인 단위사업의 조합원 조합
(

)

(

2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10

/

* 다만, 개인 주채무자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함

▪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원리금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
▪ 이주비대출보증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 부담금대출보증 조합원부담금의
▪ 사업비대출보증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

/

:
:
:

24

)

70%

50%

70%

Ⅷ. 보증별 주요내용

▪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

,

필수요건

1.

신용평가등급이

등급 이상인 자. 다만, 공동시공의 경우에는

CCC+

인의 신용평가등급이

1
2.

책임준공의무 부담하여야 함

등급 이상이어야 함

CCC+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단위 연
이주비
부담금
대출보증 대출보증
0.35%
0.17%
(

:

)

사업비대출보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0.427% 0.512% 0.568% 0.766% 0.858%

제출서류
보증취급 신청서류
1.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취급신청서

2.

조합 법인등기부등본(보증취급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5.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6.

조합정관 사본

7.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의2.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 방법에 대한 총회의결서 사본

7

8.

관리처분계획인가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9.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사업비대출보증에 한함)

※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친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사업시행계획서 포함) 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을 제출해야 됨

10.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1.

예정공정표(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표를 말하며, 착공 시 받을 수 있음)

12.

조합의 국세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13.

비주거시설(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함)에 대한 매입확약 또는 분양계약이

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체결된 경우 당해 매입확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복합시설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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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소규모주택정비 이주비/부담금/사업비 대출보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이란

?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

․

․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보증개요

▪ 이주비대출보증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 부담금대출보증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금
▪ 사업비대출보증 단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비
▪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보증
:

보증대상

:

:

보증구분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수협은행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

)

(

,

)

,

,

보증채권자

받은 증권금융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중앙회 포함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조제 항제 호의 토지주택공사등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또는 재수탁기관
▪ 위 열거된 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자금 대출채권을 양수한 자
▪ 이주비대출보증 보증채권자로부터 이주비대출을 받는 차주인 단위
(

)

(

10

1

)

1

:

주채무자

▪

사업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부담금대출보증

사업의 시행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권자로부터 부담금대출을 받는 차주인

단위사업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 사업비대출보증

26

:

:

보증채권자로부터 사업비대출을 받는 차주인 단위

Ⅷ. 보증별 주요내용

▪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

,

필수요건

신용평가등급이

1.

책임준공의무 부담하여야 함

등급 이상인 자. 다만, 공동시공의 경우에는

CCC+

인의 신용평가등급이

1

등급 이상이어야 함

CCC+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보증금액

▪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원리금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

/

▪

/

이주비대출보증
평가액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퍼센트 이내

70

▪ 부담금대출보증
▪ 사업비대출보증

보증한도

: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부담금의

가. 미분양매입확약 세대수가 일반분양분의

퍼센트 이내

70

퍼센트인 경우

:

총사업비의

퍼센트인 경우

:

총사업비의

100

퍼센트 이내

90

나. 미분양 매입확약 세대수가 일반분양분의

50

퍼센트 이내

70

다.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총사업비의

퍼센트 이내

50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단위
(

:

연)

․
구분

․

․
심사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가.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단위 : 연)

사업비대출보증
이주비대출보증
부담금대출보증

1등급

0.449%

0.538%

나. 자율주택정비사업(주택도시기금융자) (단위

구분

사업비대출보증
이주비대출보증
부담금대출보증

1등급
0.30%

:

0.597%
0.35%
0.17%

0.805%

5등급

0.901%

연)

심사등급
2등급
0.34%
0.35%
0.17%

3등급
0.71%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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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보증취급 신청서류
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취급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보증취급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5.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6.

조합정관 사본 또는 주민합의서(자치규약 및 구성원 명부포함)

7.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총회의결 또는 주민합의체 전원 합의를 거친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사업시행
계획서 포함)

사본

사업비대출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및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서 사본

8.

또는 주민합의체 의결서 사본(사업비대출보증에 한함)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사업비대출보증에 한함)

9.
10.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1.

예정공정표(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표를 말하며, 착공시 받을 수 있음)

12.

국세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13.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서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매입확약서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서보다 공사에 유리하거나 손실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영업부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입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14.

사업계획서

※ 단, 기금융자를 수반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의 경우에는 도시계정금융지원업무취급규정 시행
세칙 제6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1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단,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의 서류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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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리모델링자금보증(리모델링 이주비/부담금/사업비 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이란?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보증대상
보증구분

▪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자금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 리모델링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수협은행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

/

,

,

)

/

/

(

)

(

,

보증채권자

)

,

,

받은 증권금융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중앙회 포함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 위에서 열거한 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금융 대출채권을 양수한 자
▪ 보증채권자로부터 리모델링자금 대출을 받는 차주 조합원 또는 조합
▪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원리금
▪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최종상환기일까지
▪ 이주비보증 조합원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이내
▪ 부담금보증 조합원 부담금의 이내
▪ 사업비보증 단위산업 총 사업비의 이내
▪ 리모델링 사업비보증의 경우 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

)

(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

(

/

/

70%

:

보증한도

)

70%

:

50%

:

,

책임준공의무 부담
필수요건

-

신용평가등급이

인의 신용평가등급이

1
-

등급 이상인 자. 다만, 공동시공의 경우에는

CCC+

등급 이상이어야 함

CCC+

고객 상시 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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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단위 연
이주비보증 부담금보증 1등급 2등급 사업비보증
3등급 4등급 5등급
0.35%
0.17% 0.27% 0.512% 0.568% 0.766% 0.858%
(

:

)

제출서류
보증취급 신청서류
1.

리모델링자금보증 취급신청서

2.

조합 고유번호증(관할 세무서장 발급분)

3.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및 인가서 사본

5.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주소 및 연락처 포함)

6.

조합규약 사본

7.

리모델링 행위허가신청서 및 허가서(허가조건 첨부) 사본

8.

조합원부담금 확정 및 사업비보증을 통한 자금차입, 이율, 그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 의결서 (총회 개최 전인 경우 보증취급 승인 전까지 제출 가능)

9.

30

단위사업의 사업계획서 (사업비보증의 경우 사업수지분석표 , 현금흐름분석표 포함 )

10.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1.

예정공정표

12.

조합의 국세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1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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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분양보증

▪「 주택분양보증」이란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주택법」 제

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 및 복리 시설

15

보증대상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함)

(
-

보증서용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다만, 주상복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시설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조에 의거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20

신청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임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예정자
▪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
▪ 주채무자가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예정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① 대지비부분 보증료 ② 건축비부분 보증료
=

① 대지비부분 보증료

+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대지비부분 보증료율 ×

보증서발급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

/ 365)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 × (입주자모집공고안상 대지비 총액 / 입주자모집공고안상 분양금액 총액)

②

건축비부분 보증료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건축비부분 보증료율 ×

보증서발급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해당일수

/ 365)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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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조정
신용평가등급 대지비부분 1등급
(

AAA
AA
A+
ABBB+
BBBBB+
BBB+
BCCC+
CCCCC
C
D

0.138%

)

0.158%
0.158%
0.171%
0.191%
0.191%
0.205%
0.224%
0.224%
0.224%
0.224%
0.224%
0.224%
0.224%
0.357%
0.357%

건축비부분
3등급 4등급

2등급

0.163%
0.163%
0.183%
0.199%
0.199%
0.219%
0.244%
0.244%
0.244%
0.244%
0.244%
0.244%
0.244%
0.377%
0.377%

0.170%
0.170%
0.190%
0.204%
0.204%
0.225%
0.261%
0.261%
0.261%
0.261%
0.261%
0.261%
0.261%
0.408%
0.408%

0.180%
0.180%
0.200%
0.214%
0.214%
0.236%
0.277%
0.277%
0.277%
0.277%
0.277%
0.277%
0.277%
0.437%
0.437%

(단위 : 연)

5등급

0.196%
0.196%
0.208%
0.231%
0.231%
0.266%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0.296%
0.469%
0.469%

▪ 기여고객 할인율 분양보증에 한함
(

-

)

보증료, 거래기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요율에서 할인 가능

구분

1군

2군

3군

4군

7

개군으로 분류하며, 건축비부분

5군

6군

6군

(단위 : 연)

7군

차감율 0.058% 0.050% 0.042% 0.033% 0.025% 0.017% 0.009% 0.009%

▪ 사업특성별 할인ㆍ할증
-

할인

:

사업부지 신탁(3%), 주택사업금융보증 발급(최대

-

할증

:

지적 미정리(3%), 보증한도 초과(5%), 미분양관리지역(5%)

10%)

▪ 보증료의 산정방법
-

분양보증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증료를 받고, 보증기간 확정시에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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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보증료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1. 보증서 발급시에 보증료 산정을 위해 적용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대지비와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서의 대지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의 대지비를
기준으로 보증료를 정산하여야 함. 이 경우 보증료 정산은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때에 할 수 있음
2. 보증서 발급 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은 경우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
예정월을 감안하여 주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증료를 우선 정산할 수 있음
3. 보증서 발급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과정에서 분양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서상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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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부지에 대한 구비요건

▪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

사업주체가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미확보 부지가 국
공유지 등인 경우 공사 소정의 담보물을 제공하면 보증이
가능한 예외가 있음)

․

▪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제한사항의 말소
-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부지에 저당권등(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등) 또는 예고등기등(예고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보증하여야 함 (예외 있음)

▪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

」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61조에 따라 부기등기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한 후 보증하거나 또는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한 후에 보증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①
②
③
④

⑩∼⑭

다만, 보증약정관계자 중 1인이 HM등급 이상인 우수고객인 경우에는
의 서류
제출생략 가능
보증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안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서와 그 인가서 사본을 받아 당해 조합원 소유부지
(조합 소유부지 제외)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
- 지적도 또는 구적도 / 토지조서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

「

」

「

」

영수증

⑤ 부기등기 또는 신탁등기를 할 수 없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택지공급자의 토지사용승낙서

/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 미침해 확인서

/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이전 확약서 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용지매매대금 환급금 채권
양도통지서
(

⑥

·

다만, 택지공급자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뢰서 및 채권양도승낙서)

「

」

사업부지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시행되는 환지 또는 체비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체비지인 경우 :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 미침해 확인서 / 체비지증명원 사본 /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이전 확약서 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용지매매대금 환급금 채권양도 통지서
- 환지인 경우 : 환지계획인가서 사본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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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당 사업장의

PF

대출 여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PF

대출을 받은 경우

- PF

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관련 확약서
:

프로젝트파이낸싱 미대출 확인서

⑧ 사업양도각서
⑨ 계획공정표 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표
⑩ 공사포기 확약서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⑪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 주택조합
(

)

(

)

(

또는 정비사업조합에

따른 주택사업의 경우)

⑫ 공동사업약정서 또는 도급계약서 공동시행자이거나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⑬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⑭ 주택공급계약서안
⑮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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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이란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건축법」제
「주택법」제

11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 (주택이
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16

보증대상

및 주택외의 시설

▪「주택법」제

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15

주택외의 시설(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3

2

시설은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조에 의거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허가권자
20

보증서용도

5

에게 착공 후 분양신고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 당해 주상복합주택의 입주예정자
▪ 당해 주상복합주택사업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
▪ 주채무자가 당해 주상복합주택의 입주예정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은 분양
(

보증기간

신고필증 교부일, 주택법이나 건분법에 따른 공급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료, 사업부지에 대한 구비요건, 제출서류

☞

주택분양보증과 동일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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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임대보증

▪「 주택임대보증」이란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보증대상

▪「주택법」제

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

3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조에 의거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20

보증서용도

5

착공 후 분양신고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 당해 주택사업의 사업주체
▪ 주채무자가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예정자로부터 받게 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보증기간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

포함)까지

보증료, 사업부지에 대한 구비요건,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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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피스텔 분양보증

▪「 오피스텔분양보증」 이란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

(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건축법」 제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오피스텔(동일 건축물로

11

보증대상

건축되는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호에 따른 호수 이상일 것
2

▪「주택공급에
보증서용도

신청시 또는

1

」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시장 등에게 입주자모집승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5

착공 후 분양신고시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 당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자
▪ 당해 오피스텔의 건축주
▪

주채무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입주예정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은 분양
(

보증기간

신고필증 교부일, 주택법이나 건분법에 따른 공급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료, 주택건설부지에 대한 구비요건, 제출서류

☞

분양보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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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합주택 시공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이란

?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조합의 손해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사업
「주택법」제 조 제 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

2

리모델링주택조합

「도시

-

보증대상

,

11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또는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재건축정비

-

사업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

2

1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보증서용도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주택법」 「도시
,

」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착공 시 구비 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

▪ 당해 주택사업의 시행자인 주택조합 정비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 당해 주택사업의 시공자
▪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협의하여 신청한 금액으로 함 다만
,

.

,

공사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함
1.

각종 대여금

:

시공자가 우선 대여하고 조합원부담금 또는 일반

분양대금에서 그 대여금을 회수하는 성격의 각종 비용

보증금액

2.

착공 전에 소요되는 철거공사비,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비용
그 밖에 사업경비

※ 공사계약금액은 표준건축비*의 70%이상이어야 함
3.

▪
보증기간

* 표준건축비 = 당해 사업 총건축연면적 x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21층 이상
이고 주거전용면적 60㎡ 초과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비상한가격)
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다만, 시공자가 공사이행의무를
완료하였으나, 보증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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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단위:연)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0.059%

∼ 최고

0.602%

▪ 특별할인
-

우수고객 또는 그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영업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본점승인을 받아 추가로 할인 가능

▪ 모범납세자 할인
-

정부 및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

▪ 보증료 산정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승인)예정월의 말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증료를
받고, 보증기간 확정시에 정산함.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공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증료를 받고, 보증기간 확정시에
정산할 수 있음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보증신청서

2.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3.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3호의 협약서 사본

4.

공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

5.

공사포기각서

6.

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필증 사본

7.

조합정관 또는 조합규약 사본

8.

조합주택시공보증약정서

9.

시공자 단독 수입금 관리신청서(수입금을 시공자가 단독 관리할 경우에 한함)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다만, 보증약정관계자 중 1인이 HM등급 이상인 우수거래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8의 서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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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 건설위탁 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
?

(

)

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보증대상은 법 제

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보증대상

받은 주택(분양보증 발급된 오피스텔 포함)

▪ 보증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당해 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설위탁
.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 시공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
▪ 공사기간 개월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 = 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 개월 초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주기가 개월 이내인 경우
보증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 월수 } × 4
▪ 공사기간 개월 초과 기성부분 대가 지급주기 개월 초과인 경우
보증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 월수 } ×
기성부분 대가 지급 월수 × 2
4

4

4

보증금액

&

&

2

2

※ 하도급계약서상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성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하도급계약금액으로 하고,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미정산선급금*을
계약상 선급금으로 보아 보증금액을 산정
* [계약상 선급금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 보증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은 아래와 같음
1.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2.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 기성검사일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
나.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준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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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하도급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

일이 경과한 날) 전에 보증 신청하는 경우

60

:

당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아래 해당하는 날까지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에 정함이 있는 경우

-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상환기일)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

준공일로부터
보증기간

일이 경과한 날(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

60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상환기일)

▪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후에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

아래 해당하는 날까지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에 정함이 있는 경우 최종

-

기성금 지급예정일(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상환기일)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 준공일

-

로부터

일이 경과한 날(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 어음대체

60

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상환기일)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단위: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 최고
▪ 특별할인
-

0.171%

-

1.546%

우수고객 또는 그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영업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본점승인을 받아 추가로 할인 가능

▪ 모범납세자 할인
정부 및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

-

▪ 사업특성별 할인
-

주택사업금융보증사업장에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기본보증료에

-

보증대상 하도급계약이 보증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내 사업자

·

·

등록증 상 주소지를 둔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인 경우에

10%

기본보증료에

할인

3%

할인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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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보증신청서

2.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3.

원도급계약서 사본(건축주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4.

하도급계약서 사본

5.

공사대금채권 등 양도각서(주채무자가 도급사업의 시공자인 경우에 한하되, 그 시공자가
우수거래고객인 경우에는 받지 아니할 수 있음)

6.

보증채권자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주채무자가 우수거래고객인 경우에는 최초 기성금
지급기일 이후에 보증을 신청하는 때에 한함)

7.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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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 구입자금보증

▪「 주택구입자금보증」 이란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 보증신청인의 보증요건
-

보증신청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2.
3.

보증대상
-

다음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1.
2.

3.

4.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민법상 성년자(다만, 상속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제외)
주택 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포함)에 편입된 법인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제외)

선납(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분양대금의 10% 이상 선납)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9억원 이하로 하되, 보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주채무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단위사업의 분양계약자
▪

보증신청인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대출
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액의 80%
(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
▪ 보증신청인에 대한 보증한도 분양대금의 이내
(

-

60%

)

단, 주택도시기금 대환예정액 의 120% 및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납부금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

보증한도

▪
▪

세대별 보증 이용 가능 건수) 세대주 및 세대원 의 보증건수를
합산하여 2건(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건수 포함)이내
단위사업장 소재지별 보증 한도) 건별승인 금액을 합산 하여 5억원 이내

(

※ 다만, 보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증방식

*

(

·

·

·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그 외의 지역 : 3억원

:

억원

5

▪ 단위사업에 대한 집단취급승인 후 보증신청인에 대한 건별승인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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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단일 요율
(

연

-

)

0.130%

▪ 보증료율 할인
(1)

사회배려계층

: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이

를 할인하고,

40%

호 또는

6

호 또는

1~5

호에 해당시 보증료율의

10

호에 해당시 보증료율의

7~9

를 할인하되, 사회배려계층

60%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는다.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백만원 이하인 자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40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4.

만

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65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1
5.

사회
배려
계층

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60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조제 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6.

피보증인이

7.

2

1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할인
대상

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6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

8.

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

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5.18

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9.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

인 이상이

1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2)

모범납세자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3)

전자계약

:

를 할인.

10%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

할인

※ 보증료 할인 적용
주택구입자금보증 보증료 할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
할인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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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 보증료에

0.130%

의 보증료

(1), (2), (3)

Ⅷ. 보증별 주요내용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택구입자금보증신청서

2.

주택구입자금 대출가능금액 확인서

3.

분양계약서 사본

4.

기납부 분양대금 증빙서류

5.

세대별 보증 이용 가능 건수 심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가.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된 배우자 발급분 포함)
나. 주민등록초본(세대주 및 보증신청인 외 세대원 각각 제출)
다. 가족관계증명서(보증신청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 별도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함)
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에 한함)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8.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0.

확약서

11.

근질권설정계약서

12.

근질권설정승낙서(보증서발급 전까지 시행자로부터 일괄 제출받아 보완가능)
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서분양 여부 확인 서류

13. 4
14.

·

·

임 직원 또는 임 직원의 피부양 가족에 한함)
15.

·

청약자격 제한사항 검색 결과 등 청약 당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행자 시공자의
자의분양에 관한 확약서(별지서식 제10-1호) 및 근로자 자의에 의한 분양확인서(별지서식
제10-2호). 이 경우 확약서 및 확인서의 제출은 분양계약자가 시행자ㆍ시공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피부양 가족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다

▪ 보증신청인이 보증료율 할인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관련서류를 받아 심사함
1.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건강보험증

3.

장애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7.

외국인등록증 사본

8.

국가유공자증 사본

9.

의사상자증 사본

10.

모범납세자 증명서

11.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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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 임차자금보증

▪「 주택임차자금보증」 이란

?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용도의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주택 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임차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임차자금
※ 보증신청인의 보증요건
-

보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대한민국 국민, 주민 등록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중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보증대상
-

2.

민법상 성년자(단, 상속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3.

주택임대보증(임대보증금보증 포함)에 편입된 법인

보증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선납

1.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

·

·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50%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 주채무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단위사업의 임차계약자
▪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주택

임차자금 대출원금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
▪ 임대보증금의 이내
▪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임대보증금의 80% 이내 –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납부금액 *
80%

보증한도

*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로 납입한 기납부금액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함
보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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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에 대한 집단취급승인 후 보증신청인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보증 건별승인

Ⅷ. 보증별 주요내용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단일요율
(

연

-

)

0.130%

▪ 사회취약계층 보증료율 할인
사회배려계층

(1)

보증료율의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이

:

를 할인하고,

40%

6

호 또는

호 또는

1~5

호에 해당시 보증료율의

10

호에 해당시

7~9

를 할인하되,

60%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은 하지 않는다.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인 경우
6.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 (배우자포함 )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 (배우자포함 )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1.
2.

사회배려
계층
할인대상

「

「

」

」

「

(2)

모범납세자

: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써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3)

전자계약

:

를 할인한다.

10%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를 할인한다.

3%

※ 보증료 할인 적용

주택임차자금보증 보증료 할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

를 적용한 보증료에

0.130%

(1),

(2),

의

(3)

보증료 할인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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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1.

주택임차자금보증신청서

2.

주택임차자금 대출가능금액 확인서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

4.

기납부 임대보증금 증빙서류

5.

주민등록초본 또는 인감증명서 (개인 및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함)
*

* 최근 3개월 발급분

6.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에 한함)

7.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

* 최근 3개월 발급분

8.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
*

* 최근 1개월 발급분

10.

확약서

11.

근질권설정계약서

12.

근질권설정승낙서

*

* 보증서발급 전까지 시행자로부터 일괄 제출받아 보완

▪ 보증료율 할인 대상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1.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건강보험증

3.

장애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7.

외국인등록증 사본

8.

국가유공자증 사본

9.

의사상자증 사본

10.
11.

모범납세자 증명서(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받은 자에 한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가 유효한 경우에는, 위 보증신청서류 중 일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서류가 보증채권자의 대출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출서류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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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보증별 주요내용

16 임대보증금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란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민간건설

49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의 이행 또는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
3.
4.

보증대상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 보증대상 제외
1.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세대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아니한 세대
2. 임차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세대(다만, 해당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신탁등기하거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 제3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음)

▪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 주채무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금융자금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초과시 그 초과금액으로

할 수 있음
1.

보증금액
2.

3.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다만, 제1호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용검사

前

)

보증서발급일 (또는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로부 터 건 물 소 유 권 보 존 등 기 일 까 지 ( 사용검사 또는 공동

보증기간

▪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사용검사

後

)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49

업 무 안 내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단위:연)
사용검사 前 분양보증 보증료율과 동일 대지비부분
건축비부분
∼
사용검사 後 법인 사업장 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 최고
사용검사 後 개인 사업장 부채비율에 따라 최저
∼ 최고
- (

)

(

0.138%,

0.158

0.469%)

-

(

)

0.073%

1.590%

-

(

)

0.099%

0.876%

*사용검사 후 단독·다가구주택은 보증료율 30% 할증

▪ 우수임대사업자 할인 사용검사 後 만 적용
(

-

)

우수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일정한 할인 가능

▪ 사업특성별 할인․ 할증
사용검사 前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할인․할증은 분양보증 기준을 적용 단
*

-

(

,

미분양

관리지역 할증 제외)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된 임대리츠 또는 사회임대주택 사업장의 경우 보증료에

30%

할인

단, 중복적용 불가)

(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용검사 후
(

)

1.

보증신청서

2.

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및 임대조건신고서사본(임대주택을 공급 받는 자가
최초로 입주하는 주택에 한함)

3.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

4.

세대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5.

기금융자내역확인(원)

6.

임대조건신고필증 사본(신고된 경우에 한함)

7.

감정평가서(세대규모별) 원본 또는 사본

8.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 통장 사본 또는 적립사실 확인서류(공사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함)

9.

임대주택 양도각서(최초 발급하는 경우 또는 서식이 개정된 경우에 한함)

10.

부동산매입확약서(매입 확약한 경우에 한함)

11.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2.

임차인모집계획안(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1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2

※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제출서류 및 취급요건 등

☞ 주택분양보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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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후분양대출보증
▪「후분양대출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 및 전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구 분

입주자모집승인 전

입주자모집승인 후

▪주택분양보증대상 주상복합주택 ▪주택분양보증사업장 주상복합주택
(

(

분양보증 포함)이 되는 주택사업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보증대상

분양보증 포함)으로 하며, 공정률
30%이상인 사업장(미분양매입사업장,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 대출 금융기관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 보증부 표준 후분양 PF의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및 주관금융기관이 구성한 대주단이 후분양 PF대출 실행을 전담
* 대출금리 : CD(3개월물)금리 + 1.60%

▪ 보증채권자로부터 후분양대출을 받는 차주인 보증신청인
▪ 단위사업의 보증한도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후분양대출 원금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년 범위내의 후분양대출 원금 상환기일까지
▪ 세대수 기준에 의한 한도
▪ 세대수 기준에 의한 한도
전체 세대수의
전체 세대 중 미분양 세대
▪ 세대별 한도
▪ 면적에 의한 세대별 한도
분양가격의
이내 다만 투기
주거전용면적이
㎡이내 세대
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이거나 보증
분양가격의
이내
신청인 또는 시공자가 선분양제한
주거전용면적이
㎡초과 세대
사업자일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
1

100%

-

보증한도

-

70%

-

.

,

-

,

,

초과 세대는 분양가격의

▪ 선투입 요건

시공사 요건

▪
▪
▪

:

85

:

60%

85

60%

85

이내

: 총사업비의 5%(다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택지로서 관련법령상 선분양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매입비의 10퍼센트와
총사업비의 2퍼센트 중 큰 금액)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자
시공능력평가순위가 500위 이내인 자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인 자
보증발급시점에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분양가격의

50%

이내

▪ 신용평가등급
▪ 보증발급시점에

등급 이상인자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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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안 내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

입주자모집승인 전

구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1등급
연(연 0.220%
0.364%)
연(연 0.436%
0.719%)

2등급
연(연 0.232%
0.371%)
연(연 0.548%
0.876%)

3등급
연(연 0.249%
0.373%)
연(연 0.712%
1.067%)

4등급
연(연 0.273%
0.396%)
연(연 0.952%
1.380%)

5등급
연(연 0.310%
0.434%)
연(연 1.305%
1.827%)

2등급
연 0.256%
연 0.789%

3등급
연 0.285%
연 1.066%

4등급
연 0.327%
연 1.470%

5등급
연 0.388%
연 2.066%

※ ( )의 보증료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단위사업이 주택법 제63조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인 경우
2. 보증신청인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시행령 별표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6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8에 의한
벌점을 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선분양제한을 받는 경우
-

입주자모집승인 후

구분
1등급
공공택지 연 0.237%
민간택지 연 0.600%

제출서류
입주자모집승인 전

입주자모집승인 후

1.

보증신청서

1.

보증신청서

2.

후분양 대상주택 목록

2.

후분양 대상주택 목록

3.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약정서 및

3.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 대출약정서 및

잔액증명서(공사가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관의 확약서

잔액증명서(공사가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공사가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공사가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5.

(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주택법에

5.

감리자 공정확인서

의한 행정처분사실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에

6.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및 부실벌점 내역

7.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회계법인의

확인서(시공자에 대한 확인서를 포함하며,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자산 실사보고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가. 분양대금수납현황 및 분양대금수납

제공하는 자료 조회로 갈음할 수 있다)
6.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관의 확약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계좌거래내역 사본
나. 분양계약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포함) 및 분양계약서 사본
8.

사업비집행현황

9.

공사비지급현황

10.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11.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2.

보증신청인의 국세ㆍ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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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이란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
지는 보증

보증개요
보증대상

보증서용도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보증의 대상인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오피스텔 등 주택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

조에 따라 사용검사(승인) 신청 또는

41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 신청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당해 주택사업의 사용검사권자로 함

.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보증채권자

변경 가능(당해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봄)

주채무자

▪「공동주택관리법」제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38

예치하여야 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보증금액은 주채무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하며

,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음

2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금액
-

3년

15%

40%

5년

10년

25%

20%

하나의 사업장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 분양주택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포함)에 대하여만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산정하고,

(

이 경우 건축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연면적 대비
분양주택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건축비의

▪

분양주택

:

3%

해당액으로 함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
보증기간

▪

검사(승인)일을 말함)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분양전환일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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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단위: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

0.142%

∼ 최고

0.997%

▪ 특별할인
-

우수고객 또는 그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영업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증료에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본점승인을 받아 추가로 할인 가능

▪ 모범납세자 할인
정부 및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할인을 할 수 있음

-

▪ 사업특성별 할인ㆍ할증
-

분양보증 또는 조합주택시공보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장

-

국토교통부 선정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기본보증료에

10%, 8%, 5%

:

기본보증료

100%

할증

할인

▪ 보증료 산정방식
-

하자보수책임기간별로 구분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간별로 산정한 보증료를 합산함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사업비내역서 포함)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2.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신청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주택의 분양전환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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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모기지보증
▪「모기지보증」이란?
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취득하고 모기지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아래의 주택에 해당하고 사용검사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미분양주택
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조제 호의 건설임대주택
,

,

-

보증대상

-

-

보증채권자

2

2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주상복합주택(주택부분 30세대 이상 이어야함)
재건축사업장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를 받아 준공된 리모델링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30세대 이상)

「

「

」

」

▪ 모기지보증서를 담보로 주채무자 보증신청인 에게 모기지자금을 대출
(

하는 금융기관 또는

)

유동화회사)

SPC(

▪「주택법」제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모기지보증을 담보로
4

주채무자

5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보증신청인

보증금액
보증기간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모기지자금 대출원금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보증부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보증대상주택별 보증한도

보증한도

-

주택의 감정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 ‘후분양대출보증, 주택
사업금융보증 등 공사가 발급한 보증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의
미상환 잔액’ + ’전세보증금’]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신용평가규정」에 따른 신용등급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 이상
C 이하

보증료율
연 0.174%
연 0.251%
연 0.393%
연 0.636%
연 0.833%

※ 다만, 보증신청 대상사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인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10% 할인한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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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6

1.

보증신청서

2.

모기지자금 대출가능금액 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함)

5.

이사회 의사록(법인 정관상 대표자의 차입행위 제한시에 한함)

6.

부동산등기부등본

7.

건축물대장(보증대상주택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8.

전입세대열람내역서

9.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임차인이 있는 세대에 한함)

10.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11.

공동담보해제확약서

12.

보증신청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1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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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구분

주택사업자용

▪

임차인용

▪ 단독·다가구·다중 연립·다세대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보증대상

,

,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제 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
(

-

:

,

,

*)

31

신고를 한 경우
보증채권자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 조에

:

6

따라 임차목적물에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재외국민

-

「

」

주민등록 신고(2015.1.22. 주민등록법령 개정 전에 거소

: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까지 임차목적물에 거소신고한 경우

2016.6.30.

이후는 주민등록신고)

(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 주택사업자 법인임대사업자 포함 ▪ 임대인
(

▪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전액

신청한 금액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주택가격의 ∼
70

(

보증한도

)

100%

·

이내

주택종류 및 시행 시공자 연대

입보 여부에 따라 다름)

1

개월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등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서 단독(다가구,다중)
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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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대상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1

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없을 것

보증조건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제외)

(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것

▪ 공인중개사가 확인 날인 한 전세계약
▪ 전세보증금 수도권 억원 이하
(

)

7

,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

+

)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보증료율

보증금액

(단위 :연 )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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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부채비율*
80% 이하
80% 초과
80% 이하
80% 초과
80% 이하
80% 초과
80% 이하
80% 초과
80% 이하
80% 초과
80% 이하
80% 초과
80% 이하
80% 초과
80% 이하
80% 초과
80% 이하
80% 초과

보증료율
연 0.115%
연 0.128%
연 0.139%
연 0.154%
연 0.139%
연 0.154%
연 0.122%
연 0.128%
연 0.146%
연 0.154%
연 0.146%
연 0.154%
연 0.122%
연 0.128%
연 0.146%
연 0.154%
연 0.146%
연 0.154%

100%

Ⅷ. 보증별 주요내용

* 부채비율은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을 의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임차인 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전세권 설정하거나 설정한 전세권
공사에 양도한 법인임차인을 포함
*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신청 시 보증채권자인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 합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연 0.154%

▪ 주택사업자용 보증료율
보증 주택 부채비율
금액 유형
이하
아파트 80%
80% 초과
9천 단독· 80% 이하
만원 다가구 80% 초과
이하
이하
기타 80%
80% 초과
80% 이하
9천 아파트 80% 초과
만원
초과 단독· 80% 이하
∼ 다가구 80% 초과
2억원
이하 기타 80% 이하
80% 초과
이하
아파트 80%
80% 초과
2억원 단독· 80% 이하
초과 다가구 80% 초과
이하
기타 80%
80% 초과

(단위:연)

AA
이상
0.056%
0.066%
0.057%
0.067%
0.059%
0.069%
0.057%
0.067%
0.057%
0.067%
0.059%
0.069%
0.057%
0.067%
0.058%
0.068%
0.060%
0.070%

A+
0.066%
0.090%
0.068%
0.092%
0.072%
0.096%
0.067%
0.091%
0.069%
0.093%
0.073%
0.097%
0.068%
0.092%
0.070%
0.094%
0.075%
0.099%

A-∼BBB+
0.089%
0.148%
0.094%
0.152%
0.105%
0.163%
0.092%
0.150%
0.097%
0.155%
0.107%
0.165%
0.095%
0.153%
0.100%
0.158%
0.111%
0.168%

* 부채비율은 주택가액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을 의미

BBB0.146%
0.286%
0.157%
0.297%
0.183%
0.322%
0.152%
0.292%
0.164%
0.303%
0.189%
0.328%
0.160%
0.300%
0.172%
0.311%
0.197%
0.336%

BB+∼CC
0.282%
0.617%
0.309%
0.643%
0.370%
0.703%
0.297%
0.631%
0.324%
0.657%
0.385%
0.717%
0.316%
0.650%
0.343%
0.676%
0.404%
0.736%

C, D
0.606%
1.421%
0.672%
1.486%
0.820%
1.632%
0.642%
1.456%
0.707%
1.521%
0.855%
1.667%
0.688%
1.502%
0.754%
1.567%
0.902%
1.713%

* 보증채무약정 관계자 중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
* 집단취급승인일 기준 보증료율 적용

▪ 보증료 할인

(개인

임차인에 한함)

가) 사회취약계층 할인

보증료
할인
대상

1.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
2. 피보증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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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할인
대상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피보증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
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11.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
하고 피보증인 연소득이 40백만원 (배우자포함 60백만원) 이하인 경우
각 호 보증료율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율 할인은 아래와 같이 적용
(중복할인은 하지 않음)
가. 제1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1호 : 보증료율의 40%
나. 제1호의 보증신청인이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이거나 제5호의 보증신청인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료율의 50%
다. 제6호 및 제10호 : 보증료율의 60%

할인
율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특례지원(강원 산불피해지역) 대상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50% 할인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X)
※ 3호(장애인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제공동의서(별첨 19)를 징구할 것
나) 보증신청인이 만19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소득
배우자합산)이

(

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의

4

10%

를 할인함

다) 보증신청인이 보증신청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

를 할인함

라)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보증료의

10%

를 할인

우대기간 종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 받은 자

-

마) 임차인이 보증신청 시 인터넷보증 또는 모바일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료의
3%

를 할인

바) 임차인이 보증신청 시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3%

1

년 초과분에 대하여

할인

▪ 보증료 할증
보증신청인이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를 할증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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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50%

Ⅷ. 보증별 주요내용

제출서류
주택사업자용

임차인용

① 보증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
(

)

① 보증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②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차인용
③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용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차인용
④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아래 중 하나에
⑤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해당하는 서류 징구
(

(

)

(

)

개인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확인 할

⑥
⑦

(

-

채권양도승낙용

필요가 있을 경우)

-

채권양도통지용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

:

:

)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위임장

⑤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⑥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⑦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양도 승낙서

내역 (단독 , 다가구의 경우 건물

⑧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체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⑨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⑧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⑩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건축물대장
⑪ 건축물대장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⑫ 감정평가서
체결내역 확인서 임대인 또는 공인
⑭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개사의 확인 필요
⑨ 고객요청시 감정평가서
⑪ 필요시 인감증명서
⑬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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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보증대상

보증채권자

▪ 단독·다가구·다중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

,

(

)

▪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주채무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 등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
:

(

)

:

보증기간
보증한도

▪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

개월)

1

▪ 전세보증금의 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중 적은 금액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대상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나
80%

80%

5%

(

▪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에는 예외 가능)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년 이상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1

보증조건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주택의 경우 제외)

▪ 임차인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단독·다중·다가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공인중개사가 확인 날인 한 전세계약
▪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억 원 그 외의 지역은 억 원 이하일 것
▪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

)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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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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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보증별 주요내용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 )

▪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료율

(단위: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에 따른 보증료 별도

0.031%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 제출 서류 일체

2.

소득확인서류 사본

3.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4.

계약금 등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확인서류 등)

5.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소득합산시 배우자 확인용, 다만, 보증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6.

보증부 대출 상환 확약서(고가주택 보유자로서 시행일(19.11.11) 전 보증신청자이나 취득한 주택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7.

·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증명확인(고가주택 보유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인 경우로서 실수요 입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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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 의 시행자가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

전세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증개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체결된 임차 전세 계약
(

)

*

*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계약일 것
2.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임차목적물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임차계약일 것
3. 임차목적물이 아래 보증가입 제외대상이 아닐 것
보증가입대상 요건

보증대상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이미 등기부 등본상 압류ㆍ가압류ㆍ가등기
또는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ㆍ예고등기가 있는 임차목적물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임차목적물(단, 토지와 건물 모두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미등기 임차목적물
-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명의로 신탁된 임차목적물
-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목적물
- 공장 등 비주거용 임차목적물(단, 전입신고 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타 사장이 따로 정하는 임차목적물

보증채권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LH

주채무자
보증금액

및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임대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개별 임차계약의 임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

)

▪ 보증가입에 따른 개별 임차계약의 보증기간 개시일 다음 중 하나
1.

신규 체결한 임차계약의 경우 : 임차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

2.

전세보증금의 증액 없이 임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3.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임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

:

임차계약의 갱신일

증액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

보증기간

▪ 보증가입한 임차계약의 보증기간 종료일
1.
2.

임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

임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계약의 기간만료전에 보증신청인이 보증가입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

보증

가입 해지 원인 발생일(주채무의 소멸 없이 보증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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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선납보증료
-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증료 전액을 선납 보증료로 징수함
단, 보증신청인과 공사가 합의하는 경우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연도 내 분납 허용 가능)

(

선납보증료 = 포괄보증금액 × 기본보증요율 × 2년*
* 개별 임차계약의 임차기간 2년을 기준으로 일괄산정
-

기본보증료율

단위:연)

: 0.1%((

제출서류

▪ 포괄약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포괄약정 신청서

2.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규모 확인서 및 사업규모 산출근거 서류

3.

기타 포괄약정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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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차료 지급보증
▪「임차료지급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등기 된 주택에 한함
▪ 아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세대별로 구분등기 된 경우에 한함
「등록된 공인중개업자가 주거용으로 확인한 물건
(

)

(

보증대상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1.
2.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물건

3.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물건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임대인 주택소유권자 또는「주택법」상 임대관리업자
▪ 보증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법인 제외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의 개월∼ 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다음 각목의 해당하는 날 보증기간의 개시일 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의
(

)

(

9

)

24

(

)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

보증한도

-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전 보증서 발급시

:

임대차계약의 개시일

-

임대차계약 개시일 이후 보증서 발급시

:

보증서 발급일

▪ 주채무자별

30

백만원

※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개인신용평가등급이 7등급에서 9등급인 경우 20백만원

보증료율

▪ 선납 보증료
포괄 보증료 = 포괄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단위 연
개인신용평가 등급
보증료율
개인신용평가 등급
보증료율
1등급
0.22%
6등급
1.12%
2등급
0.25%
7등급
1.28%
3등급
0.30%
8등급
1.44%
4등급
0.49%
9등급
1.60%
5등급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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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보증별 주요내용

▪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1. 주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20백만원 이하인 자
2. 주채무자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주채무자 또는 배우자, 주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주채무자 또는 배우자, 주채무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6.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할인대상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개인인 주채무자가 보증료 할인대상이 1~5호 또는 7~9호에 해당 시 보증료율의 30%를
할인율 할인하고,
6호 또는 10호에 해당시 보증료율의 60%를 할인하되, 중복할인은 없음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보증신청서

2.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사본

3.

임차인의 연간소득확인자료

4.

재직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5.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서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예정확인서

6.

임차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7.

임대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개인인 임대인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8.

주택임대관리계약서(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관리업자인 경우에 한함)

9.

기타 필요한 서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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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관리보증(임대관리

임대료/임대보증금 보증)

▪「임대관리보증」이란?
임대관리임대료보증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에 따라 임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임대
관리업자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부담 관리업자가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보장임대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경우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지급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구분

보증대상

임대관리임대료보증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 ▪

임대관리업자(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

▪ 주채무자와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 주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소유자

보증채권자

임대보증금을

지정계좌에

납부한

입주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 ▪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7

임대관리업자

관리업을 등록하고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임대

관리업자

▪ 보증기간 중 월 보장임대료 최고액 × ▪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체결하는
3

보증금액

※ 임대관리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장임대료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액 전액

▪ 보증서발급일 갱신보증의 경우에는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

당초 보증기간 만료일의 익일)로
보증기간

부터

년이 되는 날이 해당하는

2

월의 보장임대료 지급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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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보증별 주요내용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단위 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0.36%
0.49%
0.62%
0.75%
0.89%
·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 임대보증금 인출액 × 보증료율 × 보증서 발급일～임대보증금 인출일까지
총일수 / 365
※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율 (단위:연) : 0.12%
(

:

)

제출서류
임대관리임대료보증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1.

임대관리임대료보증신청서

1.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신청서

2.

주택임대관리 사업계획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대인의 임대관리의향서

3.

보증채권자의 신분증 사본(개인인 경우)

4.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서(안)

5.

임대차계약서(안)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입주자용)

6.

부동산등기부등본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7.

신용정보활용동의서

8.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9.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건축물대장(주택의 유형, 동일 건물내
주택의 구분내역, 사용연수, 주차면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

10.

자기자본 규모 파악이 필요한 경우)

(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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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이란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임대주택매입자금
▪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민특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오피스텔

※ 사회임대주택 등 주거약자 지원형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
주택 및 단독주택 포함

보증대상

▪ 주택요건
-

임대 목적으로 보증신청인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주택이거나 민특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보증신청인
소유주택

-

보증대상주택이 건축중인 주택인 경우에는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

단, 보증신청인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제외)

1.
2.
3.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에 편입된 주택.
주택사업금융보증, 조합사업비대출보증 등 공사의 자금관리 대상 사업장의 주택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매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또는

SPC(유동화회사),

주택

도시기금법 제10조의 기금재수탁자 또는 공사

▪ 임대주택매입자금을 대출받는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업자를
통해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를 공동주채무자로 함
임대사업자와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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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원금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부대출금 최종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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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대상주택별 보증한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보증한도

* 지역별 담보인정비율
충남·북, 전남,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북, 제주 전북
70∼80 60∼80 50∼80 60∼75 50∼75 55∼75 55∼80 60∼75
50∼80
50∼70
단, 주택 유형별로 상이
** 보증한도 산정시 다음 각호의 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1.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된 경우 그 임차보증금
2. 보증부대출금으로 보증대상주택의 선순위채권액을 대환하기로 하는 경우 그 대환금액
*** 다음 각호를 합한 금액은 주택가격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1.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액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금액
3. 보증금액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음
보증한도 = 주택가격 × 70%*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 단, 지자체 등 매입확약이 있는경우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 임대사업자
-

보증대상 주택별로 공사 또는 대출기관으로 개별근저당권 설정하여야 함

*

*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보증대상 주택별 해당 대출금액의 120퍼센트
** 저당권은 제1순위를 원칙으로 하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경우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후순위로 취득할 수 있음
담보취득

-

보증대상주택이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은 건축중인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한 매매(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

*

* 보증취급 후 해당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주채무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함
※ 담보는 보증서발급 이전에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
.

,

실행과 동시에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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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 보증료율

보증금액

(단위 :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연)

1)

임대사업자:

2)

차주가 임대리츠가 아닌 경우(0.278%), 차주가 임대리츠인 경우(0.066%

0.5%

∼

0.283%)

제출서류

▪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1.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신청서

2.

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가능금액 확인서

3.

보증대상주택이 기재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임대사업자)

6.

이사회 의사록(정관상 대표자의 차입행위 제한시)

7.

부동산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부동산 용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9.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필요한 경우)

10.

계약금 등 매매대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 계좌이체증명서 등)

1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12.

임대차관련 확약서(별지서식 제3호)

13.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4.

임대조건신고증명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보증대상주택의 실제 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함)

15.
16.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보증신청 대상 주택 수가

호 이상인 경우에 한함)

100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신청서 사본(“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에 따른 인증대상사업에 한함)

1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주거용오피스텔 확인을 위한 평면도, 출자(투자)의향서 등)

※ 보증신청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호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업자를 통해 매입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와 신탁업자가 공동으로 보증신청하여야 함
※ 임대주택리츠 기금출자 승인사업장에 대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호 및 제 호의 서류만 받고 보증을
9

18

1

1

취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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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이란?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보증대상

단위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자금

▪ 보증대상 자금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전용면적

▪ 보증대상 단위 세대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

㎡이하로서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는 세대

85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주채무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단위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주택도시
기금을 대출받는 차주

▪ 보증부대출 예정금액의
▪ 보증서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까지
▪ 임차보증금의 이내
▪ 보증신청인별 보증한도
100%

70%

-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1.

2.
3.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

*

* 단,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범위내로 하되, 증액 후 총 임차
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주택도시기금 세부시행규정의 호당대출한도
개인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1) 보증한도 산정방법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가능액
2) 세부산정기준
가. 연간인정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확인된 보증신
청인의 최근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연간인정소득을 산출함

소득구간
무소득
15백만원 이하
15백만원～20백만원 이하
20백만원 초과

연간인정소득
15백만원
연간소득×1.5
연간소득×2.0

나. 연간부채상환가능액 : 보증신청서상의 ‘본인부채’금액과 개인신용거래정보
조회표상의 대출금액(보증신청일 기준)중 큰 금액을 부채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에 30%를 곱한 금액으로 연간부채상환가능액을 산출함
단위세대 매매가액의
선순위권리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
※ 다만, 단위세대에 선순위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4.

60% -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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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_ (1) PF보증

▪「 도시재생

」이란

PF보증

?

도시재생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토지비 등 사업비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사업계획을 포함)
인가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분양보증의 대상이

보증대상

아닌 사업(다만, 실시계획 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보증서를 발급함)

※ 보증의 대상이 되는 도시재생사업금융의 용도는 사업부지 매입비와 초기사업비, 건축비
및 운영비임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
(

)

,

보증채권자

(

)

,

,

,

또는 재수탁기관

▪ 기타 별도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유동화가 적용되는 PF보증의 보증채권자는 SPC(유동화회사)임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 도시재생사업 금융을 대출받는 차주인 보증신청인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금액 이내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
▪ 총사업비의 이내
80%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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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고 별지서식 제13호(도시재생 PF보증
심사평점표)의 출구전략(매입확약 등) 약정비율이 30%미만인 경우,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한다.

Ⅷ. 보증별 주요내용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단위 연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기금지원형
0.625∼1.649%
0.401∼1.876%
0.247%∼0.571%
(

:

)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

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3.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4.

건축허가서 사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항제 호 각목의
2

1

7

법률에서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서 또는 사업계획인가서 사본(다만, 허가 또는 인가 이전인
경우에는 허가(인가)신청서 사본)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는 불필요), 예정공정표

6.

예정수입금 내역서

7.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8.

보증신청인의 양도각서, 시공자의 공사포기각서

9.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다만, 기금출자 승인 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인
경우에는 제출 생략)

10.

도시재생사업 해당여부 확인서류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방자치단체 고시 자료로 갈음), 혁신지구

:

계획 및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자료로 갈음 ), 도시재생 인정사업 증빙자료
(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 등)

나.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등

다. 주택도시기금법 제 9 조제 2항제 2호 다목

: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고시 자료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등
11.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유동화구조의 도시재생사업금융에 대한 PF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고, 계약 등이 체결된
이후 추가로 사본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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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_(2) 리모델링 자금보증
▪「도시재생 리모델링자금보증」이란?
사업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자금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의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비
보증대상

-

도시재생사업일 것

-

건축법 제2조의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필한 건축물일 것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타 별도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보증채권자

)

,

(

,

,

※ 유동화가 적용되는 PF보증의 보증채권자는 SPC(유동화회사)임

주채무자

▪ 리모델링 자금을 대출받는 차주인 보증신청인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

보증한도

▪ 건축물 감정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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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보증별 주요내용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2.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3.

공사비 등 집행예정 내역서

4.

감정평가서(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5.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허가조건 첨부) 사본(다만, 건축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필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보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8.

상가임대차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도시재생사업 해당여부 확인서류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방자치단체 고시 자료로 갈음), 혁신지구

계획 및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자료로 갈음 ), 도시재생 인정사업 증빙자료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 등)

(

나.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10.

:

지방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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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_(3) 시설․운영 자금보증
▪「도시재생 시설∙운영자금보증」이란?
건물 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

시설 운영자금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

·

주체인 단위사업의 시설 운영자금
보증대상

-

행정안전부의 인증을 받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2

1

3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포함
▪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타 별도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보증채권자

)

,

(

)

,

,

※ 유동화가 적용되는 PF보증의 보증채권자는 SPC(유동화회사)임

▪ 시설․운영자금을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받는 차주 보증신청인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
▪ 보증신청인 명의의 건축물을 담보 취득하는 경우

주채무자

(

보증금액
보증기간

-

건축물 감정가액의

-

MIN{전세보증금의 80%,

60% -

선순위채권액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보증한도

건축물 감정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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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보증별 주요내용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2.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3.

자금 집행예정 내역서

4.

감정평가서(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록증

7.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보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8.

상가임대차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도시재생사업 해당여부 확인서류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방자치단체 고시 자료로 갈음), 혁신지구

계획 및 시행계획(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자료로 갈음), 도시재생 인정사업 증빙자료(지방자치
단체장의 확인서 등)
나.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10.

:

지방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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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재생사업 금융보증_ (4)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보증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자금보증」이란?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 중 기금운용계획에서 주민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사업자가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개요

▪ 주택도시기금법」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사업 중 기금운용계획에서
9

보증대상

2

2

주민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건설, 매입 및 리모델링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
받는 사업

▪ 총사업비의
필수요건

30%

이상의 금액을 당해 단위사업에 선투입

※ 임대연면적이 시설의 총연면적(차주가 융자를 받아 조성한 시설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선투입 요건
1. 임대료 인상률을 연 4%이하로 제한시 : 총사업비의 25% 이상
2. 임대료 인상률을 연 3%이하로 제한시 : 총사업비의 20%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보증채권자 ▪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 또는 재수탁기관
주채무자 ▪ 주택도시기금을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받는 차주인 보증신청인

▪ 도시계정금융지원업무취급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이내로 하되, 주택도시기금이 실행하는 융자원금에서 도시계정

보증금액

금융지원업무취급규정시행세칙 별표1의 담보인정가액(공사보증서
제외)을 차감한 금액 이내

* 총사업비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포함하며 부동산의 선순위물권
해지를 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환자금은 매입비용에 포함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
▪ 주택도시기금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한도
보증한도 ※ 사장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채무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에 대한 고객별 총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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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보증료율
심사등급
보증료율
1등급
0.26%
2등급
0.61%
3등급
0.92%
4등급
2.21%
5등급
3.41%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출자ㆍ출연 등을 통하여 해당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융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증료율 0.26%를 적용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가 제3조제1호 다목의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한 특례보증의 보증료율은 0.3%
제출서류

▪ 보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2.

공사비 등 집행예정 내역서

3.

시공자의 공사포기각서(시공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징구)

4.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록증,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영업부서장은 동일사업장에 수회 분할하여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또는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신청시, 기 제출받은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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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융자수탁업무
1

정비사업추진자금 융자수탁업무
정비사업추진자금 융자수탁업무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의 공공융자를 확대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아
공사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운영자금 등을 융자하는 업무
☞ 융자수탁 취급 협약 체결 지자체 : 서울시, 성남시, 부산시, 부천시, 의왕시, 과천시
융자개요

융자대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

융자방법

▪ 신용융자
▪ 담보부융자
(융자한도) 총 75억원
(융자한도) 담보가액 이내
- 사업장별 한도 : 각 시군구에서 정함 (취급조건) 담보 제공
(취급조건) 조합장/추진위원장 연대보증
(융자조건) 공공관리대상 정비구역

융자금액

▪ 각 지자체가 통보한 융자대상자별 융자가능금액 이내

융자금리

▪ 신용융자 : 연 3.5%
▪ 담보부융자 : 연 2.0%
☞ 각 지자체에서 매년 공고하는 융자계획서상의 융자금리에 따름

융자기간

▪ 융자일로부터 5년 (각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얻을 경우 1년 단위 연장가능)

만료일에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융자원리금 ▪☞융자기간
(예외) 건축공사비 : 연4회 균등 분할 상환하여 매분기 마지막달
상환
20일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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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수탁업무 흐름
융자계획 공고

ㆍ 지자체가 융자계획을 공고


조합

(예비)융자신청

ㆍ 조합/추진위원회가 지자체에 융자를 신청



신청내역통보

ㆍ 지자체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가능금액을 공사에 통보


융자대상자

(본)융자신청 ㆍ 융자대상자가 공사에 융자를 신청


승인심사

ㆍ 공사는 융자심사를 통해 융자승인 심사

(승인시)

대여

ㆍ승인결정시 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융자자금을 대여



융자

융자대상자

ㆍ 대여자금으로 공사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실행


융자대상자 융자금 상환

ㆍ 상환일이 도래하면 융자대상자는 공사에 융자
원리금을 상환



대여금 상환

ㆍ 회수한 융자금으로 공사는 지자체에 대여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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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보증별 약관

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PF보증 전부보증용)

제정 2004.12. 9
개정 2009. 5.28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
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
(기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
음 각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4조 (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5조 (보증사고사유 및 기한이익 회복) ①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
금이 된 때
3. 현금흐름분석결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보
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금액에 불
구하고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초 약정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금 및 제3조제2항의 이
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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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조제2항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제6조 (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율(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
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 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
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공사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와 같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상환대출의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이 상환
2.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2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와 같이 상환
③보증채무의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공사에 있습니다.
제9조 (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이행 후에 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
름으로부터 다음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10조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1조 (보증부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에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부실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한 후에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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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증서 및 약관에서 정한 보증부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3. 제11조에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4.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제13조 (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제14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
로 합니다.
제15조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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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PF보증 일부보증용)

제정 2004.12. 9
개정 2009. 5.28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 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
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
(기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최종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의 일정비율(보증서 또는 사업약정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비율을 말한다) 해당
액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 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
음 각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4조 (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5조 (보증사고사유 및 기한이익 회복) ①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
금이 된 때
3. 현금흐름분석결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보
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금액에 불구
하고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초 약정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금 및 제3조제2항의 이
자율에 의한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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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에 의한 보증사고사유의 경우 : 제3조제2항의 이자율에 의한 상환되지 않은 대
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제6조 (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율(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
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
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공사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와 같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상환대출의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
가. 최종상환기일 전의 이행 :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이 상환
나. 최종상환기일에의 이행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금액이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소정
의 보증책임부담금액과 일치하도록 상호정산.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대출원금은 보증채권
자의 미회수대출원금 잔액과 공사의 대위변제금 잔액중 대출원금상환분 해당액의 합계액
을 기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의 종속채무는 보증채권자의 미회수대출원금에 대한 정상이
자와 공사의 대위변제금 잔액중 종속채무상환분 해당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 위 가 및 나목에 불구하고 최종상환기일 이전의 보증채무이행이 공사의 보증책임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정산할 수 있기로 함
2.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2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와 같이 상환후 최종상환기일
에 제1호 나목과 같이 정산
③보증채무의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공사에 있습니다.
제9조 (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보증채권자와 공사는 공사의 보증채무이행 후에 대상사업
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부터 각자의 채권보유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분하여 회수합
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분양보증사고로 인하여 공사가 분양보증을 이행(환급이행 포함)한 경
우에는 분양보증의 이행에 소요된 제비용을 우선 충당하기로 합니다.
1. 제1순위 : 보증채권자의 미회수 대출원금 및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제2순위 : 보증채권자의 미회수이자 및 공사의 지연배상금. 이 경우 보증채권자의 미회수
이자는 최종정산후 미회수대출원금중 보증채권자의 책임분담부분에 대한 정상이자 및 정산
일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말함
제10조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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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1조 (보증부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에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부실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한 후에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이 보증서 및 약관에서 정한 보증부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3. 제11조에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4.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5. 보증채권자가 대상사업의 자금관리(집행)를 하는 경우로써 부적정한 자급관리(집행)로 대
출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보증채권자가 대상사업의 자금관리(집행)를 하는 경우로써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정한 자
금집행순위를 위배하여 채권을 충당한 때
7.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8.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제13조 (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부적정하게 자금관리된 금액
3. 제12조제6호의 경우에는 채권충당액
4. 제12조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제14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
로 합니다.
제15조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
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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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PF대출 유동화용)

제정 2012. 6.20
개정 2013. 5.31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총칙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자
또는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합니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출자증
권ㆍ사채ㆍ수익증권 등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5.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 합니다)”은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말합니다.
6.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이하 ”AB전자단기사채“라 합니다)는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를 말합니다.
7. “ABCP차환발행”은 기 발행된 ABCP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회차의 ABCP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8. “AB전자단기사채차환발행”은 기 발행된 AB전자단기사채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회차의 A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유동화회사”(이하 “SPC”라 합니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
화전문회사 또는 PF대출 및 이를 유동화 하기 위하여 ABCP 또는 AB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10. “사업약정서”는 회사,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이 PF대출을 위한 각
자 역할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11. “수납관리계좌”는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상환받은 대출원리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개설된 보증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12. “유효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평가등급 중 최저
평가등급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방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PF대출채권을 양수하여
ABS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Ⅱ.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과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고, AB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BS를 상환하거나 직접 PF대
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Ⅲ.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과 「Ⅳ. 공
통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A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BS를
상환하거나 직접 PF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Ⅲ.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
한 사항」을 준용하고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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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

제3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SPC가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
음 각 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간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
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제5조(자산유동화계획 변경등 동의) 보증채권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변경되어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고 등록하
여야 합니다.
제6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양도등록을 한 때
3. SPC가 유동화자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4.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5.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7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
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사업약정서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
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의 ABS투자
자에게 조기상환하기로 한 날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생한 경우는 ABS만기일 전일)
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9조(수납관리계좌등의 잔액 반환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ABS투
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즉시 공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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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8조제1항의 기한 경과 및 제8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
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제3장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

제11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하며, 공사가 이 보증서
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기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ABS상환을 위하여 ABCP가 발행된 경
우에는 제3조 단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공사는 제15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
하기로 합니다.
제13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14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가 ABCP의 매입보장을 하는 경우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증사고 사유로 보
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공사의 유효신용등급이 BB+이하로 하락한 때
제15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사업약정서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
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차환발행예
정일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행한 경우에는 최종회차 ABCP 만기일 전일)까지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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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증채권자의 의무)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대출약정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ABCP발행계획에 따른 ABCP의 발행
2.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으로 ABCP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즉시 반환
제17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제11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15조제1항의 기한 경과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제4장 공통 사항

제18조(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9조(채권재조정에 대한 특례)「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금융기관협약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이 감축되는 등 재조정되는 경우에도 공사는 재조정되기 전 보
증조건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0조제1호,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3. 제10조제4호, 제17조제4호의 경우에는 증가된 손해
제21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보증채권자 명의의 수납관리계좌에
상환함으로써 보증책임을 면합니다.
제22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23조(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률(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24조에 따라 구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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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24조(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에서 발생하
는 현금흐름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25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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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임대주택 리츠 PF보증용)

제정 2014. 7.31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
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
(기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
음 각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4조 (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5조 (보증사고사유 및 기한이익 회복) ①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
금이 된 때
3. 임대주택 리츠 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
권자와 보증 회사가 협의하여 보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금액에 불
구하고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초 약정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금 및 제3조제2항의 이
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조제2항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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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율(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
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3조제1항 및제3조제
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공사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와 같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상환대출의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이 상환
2.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2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와 같이 상환
③보증채무의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공사에 있습니다.
제9조 (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이행 후에 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
름으로부터 다음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10조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1조 (보증부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에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부실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한 후에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이 보증서 및 약관에서 정한 보증부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3. 제11조에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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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제13조 (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제14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
로 합니다.
제15조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
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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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임대주택 리츠 P-ABS보증용)

제정 2014. 7.31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자 또
는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합니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회
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출자증권
ㆍ사채ㆍ수익증권 등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5. “유동화회사”(이하 “SPC”라 합니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
화전문회사 를 말합니다.
6. “사업약정서”는 회사,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이 PF대출을 위한 각자
의 역할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7. “유효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
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평가등급 중 최저 평
가등급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SPC가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
음 각 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간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변경등 동의) 보증채권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변경되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고 등록하여
야 합니다.
제5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양도등록을 한 때
3. SPC가 유동화자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4.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5.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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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6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
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의 ABS투자자
에게 조기상환하기로 한 날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생한 경우는 ABS만기일 전일)까
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8조(수납관리계좌등의 잔액 반환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ABS투
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즉시 공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
다.
제9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7조제1항의 기한 경과 및 제7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
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제10조(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1조(채권재조정에 대한 특례)「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금융기관협약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이 감축되는 등 재조정되는 경우에도 공사는 재조정되기 전 보
증조건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9조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3. 제9조제4호의 경우에는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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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소
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보증채권자 명의의 수납관리계좌에 상환함으로써 보증책임을
면합니다.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5조(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률(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16조에 따라 구상채권
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6조(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에서 발생하
는 현금흐름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17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
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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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대출보증용)

제정 2011. 3. 7
개정 2012. 12. 12
개폐정리 2015. 6. 30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주채무자” 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목적물
소재지, 보증종류, 보증대상, 보증구분, 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4.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5. “부분보증비율”(이하 “보증비율“이라 한다)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비율을 말합
니다.
6. “보증부대출”은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한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공사책임분담부분과 보증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합니다.
7. “담보부대출”은 보증채권자가 제7조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물의 담보평가액(선순위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만 인정)을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8. “당해대출”은 보증부대출과 담보부대출을 합한 대출을 말합니다.
9. “추가되는 담보인정금액”은 건물 사용승인 시점의 담보부대출에서 당해대출 취급시점의
담보부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10. “회수금”은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
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 ①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예정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보증금액은 별
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자동 축소됩
니다.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①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
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
2.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 및 주채무자에게 당해
대출 승인을 통지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
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
② 공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보증부대
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채권자는 담보부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 보증부대출
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당해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기간이후에 실행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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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초의 보증부대출과 그 이후에 실행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최초의 당해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보증효력 발생기간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당해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④ 제1항 제2호에 의한 승인통지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동 우편물의
우체국 소인일자를 승인통지일로 봅니다.
⑤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취급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개별보증 ) 공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제5조(보증기한과 당해대출기한과의 관계) ① 당해대출의 기한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한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당해대출의 기한이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한보다 단기인 때에는 공사가 따로
보증조건변경통지를 아니하더라도 보증기한은 대출기한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단축된 것으
로 봅니다.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는 당해대출 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주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③ 공사는 제2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당해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
담합니다.
④ 보증채권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공사의 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
시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당해대출의 기한
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당해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자
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공사가 주택도시기금 이외의 대출을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조건변경 통지를 한 경우라도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담보의 취득 및 보증해지 ) ① 보증채권자는 당해 목적물(사용승인 난 후 건물 포함)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담보취득이 제한된 경우 또는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제1항에 의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지는 당해대출 실행 전에, 건물은
사용승인 즉시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채권최고액은 당해 대출금액의 130%
이상(보증채권자가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 가능)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건물 사용승인 후 담보취득시 추가되는 담보인정금액에 대하여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해지하여야 하며, 담보취득(추가 근저당권 설정 포함)과 동시에
동 금액만큼 보증책임이 소멸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보증책임이 소멸하기 전에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물
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8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에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실을 지체없이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 사실의 통지는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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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실행절차 완료
4. 보증사고의 발생
5. 보증사고의 해소
6.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당해대출승인
제9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 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 사유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이 아
래의 통지기한내에 공사에 도달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순번 4의 경우에
는 전신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 증 사 고 사 유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1. 당해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해당월의
2. 당해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사고사유발생일
말일로부터 1월 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3. 보증채권자가 당해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4.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의이내다음 영업일
5. 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인지한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사고사유발생사실을
날로부터
10일
이내
들어간 때
7.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② 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보증사고 발생 및 보증사고의 해소사실을 서면통지 이외의 방식으
로 공사에 통지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
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고사유
가 전부 해소되어야 합니다.
제10조(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①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주채무자에게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1. 제9조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공사의 다른 보증서에 의한 당해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
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제3조제3항의 분할대출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1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 제7조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담보권
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당해 대출에 변제 충당하
여야 합니다.
1. 담보부대출의 원금
2. 담보부대출의 약정이자
3. 담보부대출의 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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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부대출의 원금
5.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
6. 보증부대출의 연체이자
② 다음 각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권
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2. 당해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기타 명칭으로 예수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당해대출과 관련하여 관리계좌에 입금된 관리자금
4. 당해대출에의 지정변제금
5. 기타 당연히 당해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수금으로서 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당해대출 이외의
채권 및 담보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당해대출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당해대출채권의 권리보전 ) ① 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
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당해대출의 채권을 보전하
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 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 보증채권자는 제7조에 의해 취득한 담보권
을 실행하여 당해대출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한 후, 미회수 보증부대출금에 대해 담보권실
행 완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사본
2. 당해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당해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당해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가 제2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
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 공사는 다음 각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원금
2.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당해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에 보증
비율을 곱한 금액
②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대하여는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의 청구기한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청구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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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채권자가 제13조제4항에 의해 보완 요청받은 서류제출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한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의한 보완요청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발생한 미수
이자액
③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예․적금(주택청약 관련 저축․예금 및 부금
제외) 등을 보증채무이행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는 그 금액에 보증비
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증채무이행방법등 ) ①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
서로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보증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서 원본
3. 당해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당해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4. 당해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당해대출의 전
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6조(보증채무이행후 회수금의 정산배제 ) 보증채무이행후 주채무자 등 인적담보로부터 회
수한 금액은 각 회수기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며 공사와 보증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
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대출관련 물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제17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
니다.
제18조(담보대위 등) ①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당해대출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당
해 유가증권을 유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제7조 및 이 보증서 앞면의 특
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과 “여타 당해대출관련 담보가액에서 당해대출이외의 피담보채권
을 차감한 담보여유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공사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전받은 담보권 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당해대출이외의 채권에 우
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9조(보증서의 양도제한등 )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
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면책사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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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서 발급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3.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4.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5.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6. 제7조(담보의 취득 및 보증해지)를 위반하였을 때
7. 제9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당해대
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
8. 제9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공
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9. 제10조(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10. 제11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
11.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되었을 때
제22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
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증채권자와 공사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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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REITs)’라 한다)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회사채를 보유한 채권자(이하 ‘사채권자’라 한다)를 말합니다.
4. “총액인수회사”는 주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 전량을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증권
회사 등을 말합니다.
5. “인수계약”은 주채무자, 공사, 총액인수회사 등이 회사채 인수를 위해 발행조건 등을 기재
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합니다.
6. “지급대행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발행회사 및 공사와 원
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7. “회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대행하기 위해 발행회사
및 공사와 회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채무자가 발행한 회사채 전량을 총액인수회사가 인수한 때
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증범위 ) ① 공사는 회사채 인수계약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회사채 발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회사채 약정이자에 대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아래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회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일에 해당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보증채권자 또는 회사채관리회사가 상환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② 보증채권자 또는 회사채관리회사는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사고의 발생 및
해소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를 처음부터 발생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고사유가
전부 해소된 때에 한합니다.
제5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 공사는 회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일에 주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대행기관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기일 당일에
지급대행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②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인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인수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를 부
담하기로 합니다.
제6조(면책사항 및 범위) 보증채권자 또는 회사채관리회사가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
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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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지급대행회사의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
로 합니다.
제8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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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안 내

인허가보증약관

제정 1993.04.24
개정 1999. 7.30
개정 2003. 6. 2
개정 2005. 9. 2
개정 2005.12. 9
개폐정리 2013. 6.10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보증서에 기재된 인ㆍ허가를 받은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인ㆍ허가권자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는 주채무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인ㆍ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
증서 기재 조건부 인ㆍ허가를 얻은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며, 인ㆍ허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기재 인ㆍ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
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기재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한 채무
4.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채무
제5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청구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인ㆍ허가의 내용 및 조건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그 사본
4. 보증채무의 발생 및 동 금액확정을 위한 증빙서류
5. 기타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통지 및 청구를 해태함으로써 증가된 채무
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 ①공사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의 조사
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한도 ) 공사는 제6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보
증서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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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9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
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
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
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
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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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안 내

감리비예치보증약관

개폐정리 2013. 6.10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보증서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보증서에 기재된 감리자를 말합니다.
4. “보증사고”는 주채무자가 공사감리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기간내의 매감리비지급기일에 감
리비를 지급(어음이나 수표의 지급도 지급으로 간주한다. 이하 같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
월 이내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며, 보증채무 성립후 보증채권자가
공사감리계약을 이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공사감리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기간내의 매감리
비지급기일에 감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그 감리비를 지급하는 채
무를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감리비를 지급하지못함으로
써 발생한 채무
2.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5조(감리대가이외의 비용부담)에 규정한 비용
3. 보증사고 또는 부도발생(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포함한다)후 감리를 중단하
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채무(사전에 공사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감리비의 지급을 어음이나 수표로 한 경우로서 동어음․수표의 부도발생으로 발생된 감
리비 미지급채무
5. 이자등 종속채무
6.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채무
제5조 (보증계약의 효력상실 )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증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공사감리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2. 감리자 응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조한 것이 판명된 경우
3. 공사감리계약서를 위조․변조하였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제6조 (보증채권자의 의무) ①보증채권자는 월별공정확인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보증사고 또는 부도발생(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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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후에는 지체없이 감리업무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되었거
나 공사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공사가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감리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감리를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합니다.
④감리업무종료후에는 종료일로부터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 이후
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는 기발생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유보합니다.
제7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행청구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감리일지사본(원본대조필)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시점의 감리업무수행결과 종합보고서
4. 보증채무의 발생 및 동 금액확정을 위한 증빙서류
5. 기타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통지 또는 청구를 해태함으로써 증가된 채
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 ①공사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의 조사
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보증채무의 이행시기 ) 공사는 제8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
합니다.
제10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 공사는 주채무자의 미지급금액에서 다음 각호를 차감한 금액
을 지급하되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1. 아래 산식에 의한 금액
계약금 × (총감리금액 - 보증사고일까지의 감리금액) ÷ 총감리금액
2. 행정기관, 공사 또는 수분양자의 요구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사용검사 전 부실감리로
판정될 경우 동부실감리를 원인으로 한 공사의 손해액 또는 손해예상액
제12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
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
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
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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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
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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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약
증
보
출
대
금
자
업
사
비
정
(조합원이주비·부담금, 조합사업비대출보증용)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6. 4.22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구분,
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5. “보증부대출”은 이 보증서에 정한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하며, 보증의 효력은 보
증채권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 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보증부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최초의 보증부대
출과 그 이후에 실행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최초의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③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은 주채무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조건의 변경)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
고는 보증부대출 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통
지내용에 부합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 공사는 신채무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 사실의 통지는 제5조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실행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4.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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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 ① 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하
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
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기
한이익상실사유 중 보증부대출금 이자연체의 경우는 제2호의 통지기
간을 적용합니다.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
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
한때
5.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6.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
-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의 발생 및 해소사실을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③ 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를 처음부터 발생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고사유
가 전부 해소된 때에 한합니다.
제6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보증채권자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
증부대출을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1. 제5조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3. 보증채권자의 내규에 따라 대출취급이 금지된 경우
제7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사본
3. 당해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4. 당해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보증부대출 약정 이자율의 금리구성 요소별 계산 근거서류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당해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가 제2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
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 채무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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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2. 제7조제5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부대출금
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3. 제7조제5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부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9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책임 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보증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서 원본
3. 당해 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당해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
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4. 당해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만,
공사가 당해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0조(권리보전 )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
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경매, 파산절차·회생절차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
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
보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11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본건 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
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보증서 발급 후 공사가 서면으로 대출실행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대출을
실행한 경우
4.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7. 제5조(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
써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8. 제6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9.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 되었을 때
제12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1조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가 대출실행 중지를 요청한 이후 실행된 대출금액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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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기존채권 상환 충당액, 담보해지금액, 담보훼손금액,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만큼 면책
제13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4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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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약관(조합사업비대출 유동화용)

신설 2013. 8.26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총칙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자
또는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합니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출자증
권ㆍ사채ㆍ수익증권 등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5.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 합니다)”은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말합니다.
6.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이하 ”AB전자단기사채“라 합니다)는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를 말합니다.
7. “ABCP차환발행”은 기 발행된 ABCP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회차의 ABCP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8. “AB전자단기사채차환발행”은 기 발행된 AB전자단기사채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회차의 A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유동화회사”(이하 “SPC”라 합니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
화전문회사 또는 조합사업비대출 및 이를 유동화 하기 위하여 ABCP 또는 AB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10. “사업약정서”는 회사,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이 조합사업비대출을
위한 각자 역할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11. “수납관리계좌”는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상환받은 대출원리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개설된 보증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12. “유효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평가등급 중 최저
평가등급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방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사업비대출채권을 양수
하여 ABS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Ⅱ.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과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고, AB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BS를 상환하거나 직접
조합사업비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Ⅲ.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
항」과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A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BS를 상환하거나 직접 조합사업비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Ⅲ. ABCP를 발행
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을 준용하고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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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

제3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SPC가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
음 각 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간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
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제5조(자산유동화계획 변경등 동의) 보증채권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변경되어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고 등록하
여야 합니다.
제6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양도등록을 한 때
3. SPC가 유동화자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4.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5.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7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
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사업약정서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
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의 ABS투자
자에게 조기상환하기로 한 날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생한 경우는 ABS만기일 전일)
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9조(수납관리계좌등의 잔액 반환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ABS투
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즉시 공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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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8조제1항의 기한 경과 및 제8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
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제3장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

제11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하며, 공사가 이 보증서
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기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ABS상환을 위하여 ABCP가 발행된 경
우에는 제3조 단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공사는 제15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
하기로 합니다.
제13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14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가 ABCP의 매입보장을 하는 경우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증사고 사유로 보
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공사의 유효신용등급이 BB+이하로 하락한 때
제15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사업약정서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
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차환발행예
정일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행한 경우에는 최종회차 ABCP 만기일 전일)까지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6조(보증채권자의 의무)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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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약정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ABCP발행계획에 따른 ABCP의 발행
2.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으로 ABCP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즉시 반환
제17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제11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15조제1항의 기한 경과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제4장 공통 사항

제18조(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9조(채권재조정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금융기관협
약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이 감축되는 등 재조정되는 경우에도 공사는 재조정되기 전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0조제1호,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3. 제10조제4호, 제17조제4호의 경우에는 증가된 손해
제21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보증채권자 명의의 수납관리계좌에
상환함으로써 보증책임을 면합니다.
제22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23조(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률(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24조에 따라 구상채권
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24조(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에서 발생하
는 현금흐름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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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25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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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약관
(소규모주택정비 이주비·부담금·사업비대출보증용)

제정 2018. 2.23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 구분,
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5.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6. “보증부대출”은 이 보증서에 정한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
을 말합니다.
7. “담보부대출”은 공사 또는 보증채권자가 담보취득에 따라 산정하여 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8. “회수금”은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 ①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별
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으로 자동 축소됩니다.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①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 한 때에 성립하며, 보
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
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 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보증부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최초의 보증부대출
과 그 이후에 실행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최초의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③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은 주채무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분양대금
납입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조건의 변경)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는 보증부대출 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통
지내용에 부합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 공사는 신채무자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공사의 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
시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서는 아니됩니다.
제5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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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 사실의
통지는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실행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4.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② 보증채권자는 다음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공사에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실행
2.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제6조(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 ① 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하
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
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1개월이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
말일로부터 1개월이내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사유 중 보증부대출금 이자연체의 경우는 제2호의 통
10일이내
지기간을 적용합니다.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사고사유발생일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다음영업일 이내
5. 주채무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
1개월이내
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사실을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인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
7.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

② 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는 그 사고사유가 전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를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7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
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해서는 아니됩니다.
1. 제6조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3. 보증채권자의 내규에 따라 대출취급이 금지된 경우
제8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 담보권 실행에 의한 회수금(담보가치 감소에 따른 상환금 포
함)은 담보부대출 관련 채무(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순)에 변제 충당한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보증부대출 관련 구상채무(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순)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권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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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2. 보증부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그 밖의 명칭으로 예
수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의 지정변제금
4. 그 밖의 당연히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
며,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제9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사본
3. 당해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4. 당해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보증부대출 약정 이자율의 금리구성 요소별 계산 근거서류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당해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가 제2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
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10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2. 제9조제5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부대출금
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3. 제9조제5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부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예․적금(주택청약 관련 저축․예금 및 부금
제외) 등을 보증채무이행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는 그 금액을 차감하
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증채무이행방법 ) ①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증책임 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보증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및 유가증권·담보 등의 실물. 다만, 공사가 보
증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2조(권리보전) ① 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회생절차 등에서 배
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26

∙ 주택도시보증공사

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제13조(담보대위 등) ① 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공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
받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 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대위의 대항
요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그 밖의 보증부대출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당해 유가증권을
유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전받은 담
보권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4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본건 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
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보증서 발급 후 공사가 서면으로 대출실행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대출을
실행한 경우
4.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경우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7. 제6조(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
써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8. 제7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9.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제15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4조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가 대출실행 중지를 요청한 이후 실행된 대출금액
3. 제14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채권 상환 충당액, 담보해지금액, 담보훼손금액,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만큼 면책
제16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7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특약) ① 보증약관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 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
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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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자금보증약관
(리모델링 이주비·부담금·사업비보증용)

제정 2012. 3.26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구분,
대출과목 및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5. “보증부대출”은 이 보증서에 정한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
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하며, 보증의 효력은 보
증채권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 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보증부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최초의 보증부대출
과 그 이후에 실행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최초의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③ 조합원부담금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은 주채무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분양대금 납입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조건의 변경)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는 보증부대출 기한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통
지내용에 부합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 공사는 신채무자
(채무인수인)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 사실의 통지는 제5조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실행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4.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128

∙ 주택도시보증공사

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제5조(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 ① 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하
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공
사의 보증서 발급점에 도달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1월이내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고 3월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경과한 때
말일로부터 1월이내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사유 중 보증부대출금 이자연체의 경우는 제2호의
10일이내
통지기간을 적용합니다.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
1월이내
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5.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사고사유발생사실을
들어간 때
인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
6.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② 보증사고 발생 및 보증사고의 해소사실을 서면통지 이외의 방식으로 공사에 통지한 경우
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를 처음부터 발생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고사유가
전부 해소된 때에 한합니다.
제6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보증채권자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
증부대출을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1. 제5조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3. 보증채권자의 내규에 따라 대출취급이 금지된 경우
제7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로 부터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사본
3. 당해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4. 당해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보증부대출 약정 이자율의 금리구성 요소별 계산 근거서류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당해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가 제2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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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 채무이행청구
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이행범위 ) 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2. 제7조제5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부대출금
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3. 제7조제5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부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9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8조에서 정한 보증
책임 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보증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서 원본
3. 당해 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당해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
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4. 당해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만,
공사가 당해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0조(권리보전 )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
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경매, 파산절차·회생절차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있어 보
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③ 보증채무 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
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을 위한 부기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
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11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본건 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
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보증서 발급 후 공사가 서면으로 대출실행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대출을
실행한 경우
4.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7. 제5조(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
써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8. 제6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9.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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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1조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가 대출실행 중지를 요청한 이후 실행된 대출금액
3. 제11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기존채권 상환 충당액, 담보해지금액, 담보훼손금액,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만큼 면책
제13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4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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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약관

개정 2007.10.31
개정 2009. 9.24
개정 2010. 6.29
개정 2010.10. 8
개정 2012. 3.26
개정 2012. 9.27
개정 2012.11.27
개정 2013. 5.31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5. 10.23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1.27.
개폐정리 2019. 6.26.
개정 2019. 7.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
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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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
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
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
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
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
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
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
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
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
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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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
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
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
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ㆍ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
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
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
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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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
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
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ㆍ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
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
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
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
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
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
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
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
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
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
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
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
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
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
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
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
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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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
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
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
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
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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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 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137

업 무 안 내

분양보증 특별약관(입주금 관리 사업장용)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9. 6.26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은 분양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입주금을 공사가 단독 또는 주채무
자 등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제2조(확인서 등 제출) 보증채권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공사(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분양보증 면책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고, ‘안내사실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
의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부당이득 반환 청구) 추후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입주
금에 대해서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경로를 통해 보증채권자가 보증약관 제4조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비정상계약자임이 밝혀질 경우에 공사는 보증이행을 하지 않거나, 보증이행을 한 후에
도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이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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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개정 2007.10.31
개정 2009. 9.24
개정 2010. 6.29
개정 2010.10. 8
개정 2012. 3.26
개정 2012. 9.27
개정 2012.11.27
개정 2013. 5.31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5.10.23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1. 8
개정 2017.11.27
개폐정리 2019. 6.26
개정 2019. 7.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
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
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
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
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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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
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
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
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
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
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
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
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
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
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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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
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
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
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
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
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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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건축물의 분
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
자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
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
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
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
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ㆍ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
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
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
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공사를 승
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
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
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
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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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
사를 완료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
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의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
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
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
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이 통보한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분양계약서
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통보한 입주금
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
(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
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
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얻은
때(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
에게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
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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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영
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
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 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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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용)

개정 2007.10.31
개정 2009. 9.24
개정 2010. 6.29
개정 2010.10. 8
개정 2012. 3.26
개정 2012. 9.27
개정 2012.11.27
개정 2013. 5.31
개폐정리 2015. 5.27
개정 2015.10.23.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1.27.
개폐정리 2019. 6.26.
개정 2019. 7.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
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
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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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
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
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
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
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
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
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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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
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
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
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
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보증채권자가 공사에게 가지는 수익의 의사표시는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방법으로 해야 하
되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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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건축물의 분
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ㆍ공동건축주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
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
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
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
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
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건축허가에 발급
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ㆍ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
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
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
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공사를 승
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
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
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율을 예정공정율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
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
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48

∙ 주택도시보증공사

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
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연체기간별로 상
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
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
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
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
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
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
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
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분양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
우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주에게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
습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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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
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 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150

∙ 주택도시보증공사

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주택임대보증약관

개정 2007.10.31
개정 2009. 9.24
개정 2010. 6.29
개정 2010.10. 8
개정 2012. 3.26
개정 2012. 9.27
개정 2012.11.27
개정 2013. 5.31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1.27
개폐정리 2019. 6.26
개정 2019. 7.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
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
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임대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임대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주어 임대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대보증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ㆍ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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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
한 임대보증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임대보증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
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
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
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임대되
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
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임대계약
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임대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
증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
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임차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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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
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
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임대계약서
3.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임대보증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임대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
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
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
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임대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
고 없이 임대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
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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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
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임대이행 또는 환
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ㆍ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
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
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
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임대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
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임대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임대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
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임대보증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⑨임대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임대보증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
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
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
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
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대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임대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임대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연
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임대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임대보증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임대보증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
주예정일로부터 임대이행시 새로이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대하여 원래
주택임대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임대보증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임대
보증금납부기일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임대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154

∙ 주택도시보증공사

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
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
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게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
인 임대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등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
증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
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단,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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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 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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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보증약관

제정 2014. 7.31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1.27.
개폐정리 2019. 6.26.
개정 2019. 7.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
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을 말하며, 이 경
우 그 오피스텔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해당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분양광고에 따른 분양계약자 모집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
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
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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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
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
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오피스텔 또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
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
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중 50퍼
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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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오피스텔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
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
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합니다)에 실어 통보
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건축물의 분
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ㆍ공동건축주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
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
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
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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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
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
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건축허가에 발
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ㆍ토지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
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
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
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공사를 승
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
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
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율을 예정공정율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
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건축주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
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연체기간
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
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
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이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대하여 원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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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
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대하여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
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
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
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건축주에게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
습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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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
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
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개정 2019. 7.25.>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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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시공보증약관

제정 2003. 6.30
개정 2003.12. 1
개정 2005. 9. 2
개정 2006. 9. 8
개정 2007.10.31
개정 2011. 6.21
개정 2012. 9.27
개폐정리 2013. 6.10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1.27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①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인하여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
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의미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제8조에 따라 시
공이행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손해금을 지급함으로써 시공을 책임집니다.
②<삭제 2006.9.8>
③제1항의 사용검사일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검사는 주채무자가
공사이행의무를 완료하였으나 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건
축시설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시공자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
다.

제2조(면책사유 및 면책대상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채무자가 공사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보증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
는 경우
2. 공사계약의 해제,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주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공사이행의무가 소
멸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
4.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공사비, 손해금, 지연배상금 및 기
타 비용 등의 채무에 대하여는 공사가 제1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공사의 동의없이 공사계약이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
2. 사업경비의 대여의무등 주채무자의 공사이행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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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부지의 확보등 보증채권자에게 이행의무가 있는 경우
4. 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공사비 또는 기타비용을 선급한 경우
5.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의무사항의 불이행으로 주채무자가 지체상금책임 또는 기타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되는 경우
6. 보증채권자가 제3조의 알릴의무 또는 제4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보증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보증채권자의 확인 및 알릴의무 )
①보증채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사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주채무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사업비용의 증가, 사업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채무자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또는 기타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되거나 제3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되는 등의
사유로 그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6. 주채무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공사가 지체되어 그 진행
공정이 예정공정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7.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8. 주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거나 주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9. 기타 주채무자의 계약불이행이 예견되는 경우
②주채무자가 공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에게 공사진행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에 관
하여 확인(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제4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①공사가 공사진행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시공자의 공사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공사가 시공이행을 완료하거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비용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지체없이 상환하거나 건축시설 및 그 대
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증채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는 건축시설의 인도거부,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행사,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이의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5조(보증사고 )
보증사고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이행의 협조 또
는 공사비의 지급중지를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이행을 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
의 공정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
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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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채무이행청구 )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공사계약서
3.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분양계약서
4. 조합원 청산금 또는 분담금 등의 내역서(개별 영수증 등을 포함한다)
5. 감리자발행 공정확인서
6. 사업비용 지출내역서
7. 기타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7조(이행방법의 결정)
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민법 제380조에 따라 보증채무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제8조(시공이행의 이행방법 )
①공사가 시공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사는 당초의 공사이행 완료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
을 더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새로이 잔여수입금의 납부기일과 공사완료예정일 및 잔여수입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없이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1. 제7조의 보증채무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율을 예정공정율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소요공정기간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하여 통보한 공사완료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일수에 대하여 매일 보증금액의 1000분의 0.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당초 공사계약의 공사비중 주채무자에게 기지급된 공사비를 제외한 잔여공사
비를 공사에 지급(제2조 2항의 면책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비의 지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하
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의 변경 등에 관하여 공사는 주채무자와 동일한 권
리를 가집니다.
제9조(승계시공자 선정권)
①제8조의 시공이행은 공사가 직접 하거나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시공합니다.
②공사가 제3자를 선정하여 시공이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에 대한 권리는 공사가 가집니다.
제10조(손해금지급의 이행방법 )
①공사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손해금지급의 사유, 지급할 금액, 산정기준
및 지급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 손해금은 손해금을 지
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이하 지급기한이라 한다)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
자가 제6조의 서류를 완비하여 공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완비된 서류를 공사에 제
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공사가 지급하는 손해금은 “보증채권자의 기지급공사비가 주채무자의 기성금액(보증사고시
의 공정도달에 소요된 공사비)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차액”에서 “제2조 2항의 면책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의 기성금액은 공사계약금액
(공사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 등을 제외한다)에 보증사고시의 공정율(당해 사업장의 시공감리
자가 제출한 건축공정확인서의 공정율을 말한다)을 승하여 산정합니다.
③제1항의 지급기한 이내에 공사가 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매일 제2항 금액의 1000분의 0.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165

업 무 안 내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1조(보증채무의 성립)
①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를 수령한 때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보증서발급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이하 “착공신고일”이라 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보증채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기존의 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고 착공하는 경우에는 철거ㆍ멸실이 완료된 후의 착공신고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 만을 제1항의 착공신고일로 인정합니다.
제12조(권리양도의 승낙등)
①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주채무자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모든 권리(공사대금채권 및 대여
금채권 등을 포함한다)가 공사에 양도되고 이 경우 보증채권자가 이를 승낙하거나 주채무자
가 권리양도의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또는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변제 또는 상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②보증사고의 사유없이 주채무자의 공사이행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제1항
의 권리양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3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4조(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
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
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
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5조(특약 등)
①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보증약관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체
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
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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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약관의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이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보증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
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
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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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정 2005. 6.21
개정 2005. 9. 2
개정 2007.10.31
개정 2010. 8.25
개폐정리 2013. 6.10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0.23.
개정 2019. 7.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서에 적힌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보증사고로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증서에 적힌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
금액 범위에서 보증채권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시공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공사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채무
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주채무자가 책임지지 않을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제·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한 경우
4.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이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을 받는 등 관련법령상 적법한 하도급계약
이 아닌 경우
5.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되지 않은 미
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6. 제6조 제3항 또는 제8조 제3항에 해당하여 증가한 채무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3조(보증사고 )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
1. 주채무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주채무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주채무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주채무자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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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주채무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6. 발주자에 대한 주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주채무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채권자에게 상환청구
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가 해당 신용카드업
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8.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9.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보증채무의 이행한도 ) 공사가 지급할 보증채무는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보증서에 적힌 하도급계약기간에 보증채권자의 실제시공으로 발생
한 공사대금 중 수령하지 못한 채권액으로서 제7조의 기준에 의해 기성으로 인정되는 금액
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보증채권자가하도급법에 따라 사업주체(시행 및 시공사가 다른 경우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기성금액
2.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하도급대금 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때
그 이자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이후 보증채권자의 계속시공으로 생긴
공사기성금액
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공사가 해당 사업장의 분양보증 보증사고를 사유로 공사중단을 통지한 경우
4. 주채무자의 기성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해 현장에 반입한 자재 중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
5.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보증기간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채무액
6. 하도급대금 중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증가된 금액(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금액 포함)
7. 하도급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주채무자가 지체상금책임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그 채무액
제5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성부분 훼손예방 등 신의성실로 손해의 방
지와 경감에 노력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공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공사가 이를 보상합니다.
제6조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① 보증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보
증사고의 발생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급금 또는 하도급 기성금을 해당 지급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어음을 수령한 경우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지급기일(어음인 경우
에는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
2. 공사가 선급금 또는 기성금 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수령 여부, 기성내역, 대금수령내용 등
(어음인 경우에는 어음 사본 첨부)]의 통지를 요청한 경우 :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으로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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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보증사고로 인한 청구금액 계산서 및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가. 각 회차별 기성청구 및 내역서
나.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 입증서류[영수증(입금증), 세금계산서, 어음 수령 시 관련어음
사본(보증금 수령 시 원본), 전자어음 수령 시 관련 대출실행내역조회서(보증금 수령 시 대
출금상환증서 제출)]
제7조 (보증사고 발생 시 기성인정 기준) ① 제4조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의
기성인정은 사업주체 및 공사(시행 및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는 공사가 기성검사함)가 주채무
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 없이 사업주체가 보증서에 적힌 공사를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한 경우에는 보증사고 직전 사업주체가 주채무자에게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실시한 기성검
사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의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시공상황 및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 ①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에 따
라 시공상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및 감리자에게 계약내용ㆍ시
공방법ㆍ착공 및 공정계획ㆍ공사진척상황ㆍ기성금지급ㆍ자재 및 노임 등에 관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② 공사는 제6조 제1항의 통지나 제6조 제2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주채무자 또
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공사내역
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
유 없이 협조하지 않아 증가한 채무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보증채무 이행시기 및 재청구 제한) ① 공사는 보증채권자로부터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각 호의 서류 제출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
에게 통지하고 추가로 30일(다만, 보증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동안 보증채무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기간 동안의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함)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때부터 이 보증은 효력을 상
실하며,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에 따라 재차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대위 및 구상)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
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는 보증채무의 이행전이라도 위의 서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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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
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1조(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증 신청
과 함께 보증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날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보증채무 성립 후 보증채권자가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개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2조(보증의 효력상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
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1. 서면으로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증채권자를 변경하거나 보증서에 적힌 하도급계약에
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보증서를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3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4조 (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
으며,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의 조정) 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와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기타 이해
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
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실 및 도난 등) 보증채권자는 보증서가 분실ㆍ멸실된 경우 또는 보증서를 도난당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는 그 신고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
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
되, 보증채권자와 보증 회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8조 (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
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등을 위
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
다. 다만, 공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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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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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보증약관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5. 9.21
개정 2016. 4.22
개정 2016. 9.19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 4.25
개정 2017. 6.23
개정 2019. 9.27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을 보증
사고로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보증서에 적힌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내에
서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분양계약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채무 이행범위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금액을 상한으로 보증부대출금액 중 미회수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2. 제1호 금액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이자액[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되지 않은 경우
에 적용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따라 계산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중 미회수 금액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에 보증비
율을 곱한 금액
② 공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1.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3항의 청구기한이 지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의 청구기한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2. 보증채권자가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완 요청받은 서류 제출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13조 제6항에 따른 보완요청기한 다음날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③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예․적금(주택청약 관련 저축․예금 및 부금
제외) 등을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는 그 금액에 보증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대출】 보증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된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공사 책임분
담부분과 보증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조건】 보증서에 적힌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목적물소재지, 대출과
목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면책사유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서 발급 전에 대출이 실행된 경우
3. 제19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보증부대출실행)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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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조(보증조건 및 보증부대출조건의 변경제한)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담보의 취득 및 보증해지)를 위반한 경우
6. 제10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한 경우. 다
만, 보증사고 발생 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 또는 포기한 경우에 한
함
7. 제10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 각 호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하여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8. 제11조(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9. 제14조(보증부대출의 변제 및 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10.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경우
11.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된 경우
【대출실행】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2. 제3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
금지사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제5조(보증금액 ) ①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서에 적힌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보증금액은 별도
의 통지가 없더라도 실행된 보증부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자동 축
소됩니다.
제6조(개별보증 )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제7조(보증기간 및 보증부대출기간 ) ① 보증부대출의 기간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 이내
여야 합니다.
② 보증부대출의 기간이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대출실행을 해야 합니다.
제8조(보증조건 및 보증부대출조건의 변경제한 )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
경통지를 받지 않고는 해당 보증부대출의 기간 연장, 대출과목 변경, 주채무자 변경,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제2항의 통지에 적합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보증조건 변경통지를 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대
환(對還) 형식으로 보증부대출의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⑤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새로운
채무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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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對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9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4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지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3. 보증부대출 조건의 변경
4. 보증사고의 발생
5. 보증사고의 해소
②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실행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기간 연장
제10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보증사고사유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고 3개월
이 지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다만, 제2호 기간 이내의 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은 제2호의 보증사고 발생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킨 것으로 봅니다.

통지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발생일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4. 주채무자에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5.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에게 전
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
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해산
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사가 보증사고로 인정하여 해당 사고발생사
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사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사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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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의 발생 및 해소 사실을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보증사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고가 전부 해
소되어야 합니다.
제11조(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주채
무자에게 보증부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사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서에 따른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주채무자에게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분할대출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 ① 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
전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 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난 때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 제1호 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한 후, 담보권실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회수 보증부대출금에 대해 보
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
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4. 보증부대출 약정이자율의 금리구성 요소별 계산 근거자료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보증채권자가 제4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제출을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
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14조(보증부대출의 변제 및 충당) ①보증부대출과 관련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원금, 약
정이자, 연체이자의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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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적․물적담보로부터의 회수금(담보권 해지의 대가
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
2. 보증부대출의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그 밖의 명칭으로 예수
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 대한 변제가 지정된 회수금
4. 그 밖에 당연히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수금으로서 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
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④ 제3항에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부대출 이외에 보증채권자
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
무나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제 충당에서 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을 공사와
다른 보증기관이 함께 보증한 대출에 충당할 경우에는 해당 회수금을 보증사고 발생 당시의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의 비율로 나누어 충당해야 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금을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회
수금을 공사와 보증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공사의 책임분담비율은 보증비율을 말하고, 보증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은 100%에서 보증비율을 뺀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충당해
야 합니다.
【회수금】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제15조(보증채무 이행 후의 회수금) ① 제14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 이행 후 연대보
증인 등 인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각 회수기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며 공사와 보증채
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② 보증부대출 관련 물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공사와 보증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16조(담보의 취득 및 보증해지 ) ① 주채무자에게 본 사업의 준공 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보증채권자는 즉시 해당 대지 및 건물
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부대출에 대한 담보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취득이 제한된 경우 또는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은 보증부대출금액의 130%
이상(보증채권자가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 가능)으로 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의 담보인정금액
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보증이 해지되고 보증책임도 소멸합니다.
【담보인정금액】 보증채권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담보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
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7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
해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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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담보대위 등) ① 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공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
받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공사가 대위한 담보물의 점유이전, 대위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
보권대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그 밖의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 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해당 유가증권
을 유효한 방법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보증서의 특약에 따라 취득한 담보
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전받은 담보권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를 가집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9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보증부대출실행 ) ① 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보
증서에 적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적합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기간에 보증채권자가 보증조건에 적합하게 실행한 최초의 보증부대출에 대
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보증조건에 적합한 보증부대출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에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공사는 최초의 보증부대출과 그 이후에 실행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
임을 부담합니다.
1. 최초의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④ 공사는 보증부대출금액이 주채무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안)(주택조
합의 조합원인 경우 주택조합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적힌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입금된 경
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사가 달리 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렇지 않습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20조(보증채무 이행방법 등) ①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통
지를 한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입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보증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보증부대출
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21조(보증서의 양도제한 등)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상의 권리 또는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
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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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채권자는 보증서가 분실․멸실된 경우 또는 보증서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는 그 통지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모
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3조(특약 등) 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본 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 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다만, 공사
가 피고인 경우에는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
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25조(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
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 해
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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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보증약관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6. 4.22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 4.25
개정 2019. 9.27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을 보증
사고로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보증서에 적힌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내에
서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임차계약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채무 이행범위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금액을 상한으로 보증부대출금액 중 미회수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2. 제1호 금액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이자액[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되지 않은 경우
에 적용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따라 계산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중 미회수 금액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
② 공사는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행하지 않습니다.
1.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3항의 청구기한이 지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3조 제3항의 청구기한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2. 보증채권자가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완 요청받은 서류 제출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제13조 제6항에 따른 보완요청기한 다음날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발생한 이자액
③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예․적금(주택청약 관련 저축․예금 및 부금
제외) 등을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는 그 금액에 보증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대출】 보증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된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공사책임분담
부분과 보증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조건】 보증서에 적힌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목적물소재지, 대출과
목 및 특약사항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면책사유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서 발급 전에 대출이 실행된 경우
3. 제18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보증부대출실행)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4. 제8조(보증조건 및 보증부대출조건의 변경제한)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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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포기한 경우. 다
만, 보증사고 발생 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 또는 포기한 경우에 한
함
6. 제10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 각 호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하여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7. 제11조(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8. 제14조(보증부대출의 변제 및 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에 충당한 경우
9.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경우
10.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된 경우
【대출실행】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2. 제3조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는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
금지사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제5조(보증금액 ) ①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서에 적힌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보증금액은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으로 자동 축소됩니다.
제6조(개별보증 )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제7조(보증기간 및 보증부대출기간 ) ①보증부대출의 기간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 이내여
야 합니다.
②보증부대출의 기간이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대출실행을 해야 합니다.
제8조(보증조건 및 보증부대출조건의 변경제한 ) ①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
경통지를 받지 않고는 해당 보증부대출의 기간 연장, 대출과목 변경, 주채무자 변경,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제2항의 통지에 적합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
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보증조건 변경통지를 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대
환(對還) 형식으로 보증부대출의 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⑤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
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환(對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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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9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4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지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3. 보증부대출조건의 변경
4. 보증사고의 발생
5. 보증사고의 해소
②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공사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실행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기간 연장
제10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보증사고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다만, 제2호 기간 이내의 이자 연체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은 제2호의 보증사고 발생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4. 주채무자에게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해산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사가 보증사고로 인정하여 해당
사고발생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발생일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사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사고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의 발생 및 해소 사실을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③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보증사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고가 전부 해
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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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주채
무자에게 보증부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1.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서에 따른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주채무자에게 제18조 제3항에 따른 분할대출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 ① 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
전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 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난 때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 제1호 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
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4. 보증부대출 약정이자율의 금리구성 요소별 계산 근거자료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보증채권자가 제4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제출을 요청 서류 등을 포함)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
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14조(보증부대출의 변제 및 충당) ①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의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적․물적담보로부터의 회수금(담보권 해지의 대가
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
2. 보증부대출의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그 밖의 명칭으로 예수
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 대한 변제가 지정된 회수금
4. 그 밖에 당연히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수금으로서 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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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부대출 이외에 보증채권자
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
무나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제충당에서 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을 공사와 다
른 보증기관이 함께 보증한 대출에 충당할 경우에는 해당 회수금을 보증사고 발생 당시의
보증기관별 보증잔액의 비율로 나누어 충당해야 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수금을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회
수금을 공사와 보증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공사의 책임분담비율은 보증비율을 말하고, 보증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은 100%에서 보증비율을 뺀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충당해
야 합니다.
【회수금】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5조(보증채무 이행 후의 회수금) 제14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 이행 후 주채무자
등 인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각 회수기관 채권에 충당하며 공사와 보증채권자의 책임
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부대출관련 물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제14조
제1항 부터 제3항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제16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
해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합
니다.
제17조(담보대위 등) ① 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공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
받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공사가 대위한 담보물의 점유이전, 대위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
보권대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그 밖의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 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해당 유가증권
을 유효한 방법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보증서의 특약에 따라 취득한 담보
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15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는 이전받은 담보권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
리를 가집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8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보증부대출실행 ) ① 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보
증서에 적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적합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기간에 보증채권자가 보증조건에 적합하게 실행한 최초의 보증부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보증조건에 적합한 보증부대출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
후에 실행하더라도 공사는 최초의 보증부대출과 그 이후에 실행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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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의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④ 공사는 보증부대출금액이 주채무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입주자모집공고(안)(주택조합
의 조합원인 경우 주택조합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입계좌에 입금한 경
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사가 달리 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렇지 않습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9조(보증채무 이행방법 등) ①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통
지를 한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입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보증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보증부대출
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20조(보증서의 양도제한 등)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상의 권리 또는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
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채권자는 보증서가 분실․멸실된 경우 또는 보증서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는 그 통지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모
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2조(특약 등) ①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본 약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 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다만, 공사
가 피고인 경우에는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
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24조(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
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석
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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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안 내

임대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 전)

개정 2006.12. 8
개정 2007. 8.28
개정 2008.12.30
개폐정리 2013. 6.10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6. 1.19
개정 2017. 6.12
개정 2017. 7.20
개폐정리 2017.10.11
전부개정 2017.11.27
개정 2019. 6.26
개정 2019. 9.27
개폐정리 2019.10.24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
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
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
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
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
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
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
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
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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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
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
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
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
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
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
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
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
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
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
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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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
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
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
지 않아야합니다.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
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 이후부터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부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공사에 지체 없
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
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보증채무
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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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5. 감리자 발행 건축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한함)
제6조(보증채무 이행방법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서
면으로 안내하고, 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②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
이 계속사업을 원하고, 공사가 시공자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시공자등이 계속사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③ 제2항의 시공자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환급이행
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공사는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결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환급이행 또는 임대이행 중 하나를 선
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제1호의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환급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회신기한 이후에는 보증채권자가 이행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도 문화재 발견, 토지 멸실 등의 사유로 정상 임
대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 공사는 환급이행으로 이행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
시 신청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환급할 경우에는 제1조 제1호의 환급금액에서 보증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계속사업】 제4조 제1항 각 호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시공자 또는 공동사
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대계
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이행】 보증사고시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어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기한 )
① 환급이행의 경우 공사는 제6조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
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3조 및 제5조 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및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② 임대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임대보증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6조 제5항에 따라 보증사고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해 예정공정표상 필요한 공정기간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 제6조에 따라 공사가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하여 보증
채권자에게 알린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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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 환급이행의 경우 공사가 제7조 제1항에 지정된 기일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마치지 못한 경
우에는 환급대상금액에 대하여 그 경과일수(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해당 일수)
에 이행시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② 임대이행의 경우 공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
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임대차계약
서의 지체배상금률(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
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
③ 임대이행의 경우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
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임대보증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일수(원래의 입주
예정일로부터 공사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대
하여 원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임대보증금 :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알린 임대
보증금 납부기일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대하여 원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율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9조(임대사업의 양도 및 임대의무기간 )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결정하여 임대주택을 완공한 후 임대사업 양수권자에
게 임대사업을 양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준수의무는 임대
사업 양수권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사업 양수권자】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
금이 출자해 설립한 임대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등을 말합니다.

제10조(대위 및 구상)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해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
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취득
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게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1조(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공급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
증서 발급일)로부터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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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또는 변경허가일 이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
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 또는 임대인의 변경
2.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
제13조(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상의 권리 또는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
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5조(분실 및 도난)
보증채권자는 보증서를 분실ž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
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7조(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사는 보증의 유지, 관리, 이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등을 위해 (신용)정보주체 및 채무
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는「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또는 채무자의 동
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
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
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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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 후)

개정 2006.12. 8
개정 2007. 8.28
개정 2008.12.30
개폐정리 2013. 6.10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6. 1.19
개정 2017. 6.12
개정 2017. 7.20
개폐정리 2017.10.11
전부개정 2017.11.27
개정 2019. 6.26
개정 2019. 9.27
개폐정리 2019.10.24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
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
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
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자 중에서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에는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
【보증금액】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
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3항의 각 호의 요건
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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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
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
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
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
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6.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8.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
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
은 임대보증금
10.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
한 임대보증금
11.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
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3.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
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보증채권자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
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공사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15.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
부·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6.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
지 않아야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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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
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에 신탁등기 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사고 발생 이후부터 임대보증
금 및 임대료 등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공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에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로서 해당 종료일로부
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
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보증채권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한 후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제1조제1호에 따라 환급이행을 신
청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민법」제621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및 제3조의4의 규
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환가절차 종료시 제외)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하
며, 법인인 보증채권자는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전세권의 권리이전 부기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4.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5. 전세권 부기등기(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탁등기 또는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제외
6. 해당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 배당표등본 및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7. 기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공사가 필요하
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 이내(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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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에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1.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의 경우로서 신탁등기의 경우 : 공사가 환급이행 또는 분
양전환 중 하나의 이행방법 선택
2. 제1호 이외의 경우 : 환급이행
② 환급이행으로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한 경우 공사는 제1조 제1호의 환급금액(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
급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
2.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상의 비용(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등의 미납금, 보증채권
자가 책임질 사유로 임대주택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배상
금),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해 공사가 부담하는 비용
3.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 해당 임대주택의 양수인 또는 해당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
차를 마친 이후 보증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넘어 회수한 금액
③ 보증채권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보증채권자와 협의
된 가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보증채권자에게 대환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융자금이자
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뻰 금액을 넘는 임대보증금과 제1조 제1호의 환급금액 중 작은 금
액에서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④ 공사가 신탁등기의 경우로써 제1조 제2호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 보증채권자
는 공사에 해당 임대주택을 인도해야 하고, 공사는 그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제1조 제2
호의 임대보증금에서 제2항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지급하며, 분양전환할 경우
에는 제1조 제2호의 임대보증금에서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 임대보증금이 분양
전환가격에서 보증채권자에게 대환되는 주택도시기금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주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이행】 보증사고시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 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어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기한 )
환급이행의 경우 공사는 제6조 제1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단, 분양전
환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 적용 제외)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3조
및 제5조 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및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일】 제6조에 따라 공사가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결정하여 보
증채권자에게 알린 날을 말합니다.

제8조(지체배상금의 적용)
환급이행의 경우 공사가 제7조에 따른 이행기한에 환급이행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금액에 대하여 그 경과일수(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해당 일수)에 환급시점의 주
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분양절차 등)
분양전환을 위한 절차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성원 명단 및 그 구
성관련 증빙서류(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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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위 및 구상)
①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
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해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
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취득
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게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1조(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발급일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을 마
치고,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때(법인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2조(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또는 변경허가일 이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임대인의 변경
2.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변경
제13조(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상의 권리 또는 보증서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
으며, 보증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5조(분실 및 도난)
보증채권자는 보증서를 분실ž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않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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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
니다.
제17조(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사는 보증의 유지, 관리, 이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등을 위해 (신용)정보주체 및 채무
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
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
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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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약관(전환임대보증금용)

제정 2007. 5. 4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1.27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한도내에서 전환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환임대보증금】 계약체결된 임대보증금중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서 발급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
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6.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
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8. 보증채권자가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ㆍ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
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보증채권자】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합
니다.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후 공사를 채권자로 하는 전세권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거나 주택임
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의 동의없이 전세권에 대한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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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보증사고 )
“보증사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주채무자가 보증기간내 파산ㆍ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
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
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그 사본
4.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5. 전세권에 대한 부기등기 또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6. 기타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공사는 제1조의 지급대상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위약금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부담하는 비용 등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기한 등)
①공사는 정당한 보증이행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
가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한 날로부
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기한내에 보증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경과일수(이행기한만료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의 해당일수)에 제1조의 지급대상금액에 대한 당해 주택에 융자된 주택
도시기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당해 주택에 융자된 주택
도시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지체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제8조(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
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
여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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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
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발급일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보증기간개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
니다.
제10조(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
우에는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분실 및 도난)
이 보증서를 분실ž도난 또는 멸실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
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4조(약관의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이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보증채권자 및 채무자
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
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
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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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금융보증약관(후분양대출보증용)

제정 2013. 8.27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실행(기표)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보증부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
하여 보증서발급일부터 60일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최초의 보증부대출과 그 이후에 실행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최초의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보증서발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상환기일이 최초로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상환기일과 같을 것
제3조(보증범위 ) ① 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음 각 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4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5조(보증사고사유 및 기한이익 회복) ① 보증사고란 대출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
대출금이 된 때
3. 현금흐름분석결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보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201

업 무 안 내

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② 공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금액에도 불
구하고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초 약정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금 및 제3조제2항의 이
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조제2항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제6조(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률(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자
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 공사는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증책임부
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② 공사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상환대출의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이 상환
2.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2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와 같이 상환
③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공사에 있습니다.
제9조(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이행 후에 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담보물 처분 금액 포함)으로부터 다음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10조(권리보전 ) ① 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그 밖에 권리보전 및 행
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
보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11조(보증부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에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부실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한 후에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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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 및 약관에서 정한 보증부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3. 제11조에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4.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되거나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되거나 공사
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제13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5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
(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
다)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
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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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약관

개정 1997. 9.10
개정 1999. 7.30
개정 2003. 6. 2
개정 2003. 6.25
개정 2003.12. 1
개정 2005.12. 9
개정 2010.10. 8
개정 2011. 7.22
개폐정리 2013. 6.10
개정 2014. 9.19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6. 8.12
개정 2017. 8.28
개폐정리 2017.10.11
개정 2017.11.27.
개정 2019.11.22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본
보증서의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하는 공종별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한정하여 보증서의 보증금액 한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자(瑕疵)】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같은 령 별
표 4의 시설공사(이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라 한다)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공동주택관리
법시행령 제37조의 “하자의 범위”에 따른 하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발생한 하자
2.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부분과 부대시설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하자
3. 그 밖의 법령ㆍ관리규약ㆍ관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
4.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을 위반한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 오차, 임시사용승인서에 적힌 하자 및 그 밖에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5.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
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하자 및 공종
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 하자
6.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구조ㆍ기능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
7. 사용성, 안전성 또는 구조적인 사항에 영향이 없는 하자
8. 하자의 원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자재사용, 위법ㆍ부당한 감리 또는 사용검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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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으로 통상적으로 판별가능한 하자
9. 공동주택에 부착된 부속품 및 기계장치의 손괴ㆍ도난ㆍ망실 등으로 인한 하자
10. 풍화작용, 녹, 곰팡이, 동파, 지하수오염, 갈수, 탈색, 정원수의 자연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
으로 인한 고사, 그 밖에 자연적 소모 및 천연적 성질에 기인한 하자와 자재부품상의 성질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11. 화재발생으로 인한 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해당 공동주택 인근의 다른 공
사로 인한 하자,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하자 포함)
1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한 하자보수비용
13. 공동주택상 하자외의 신체적 손해 및 주택 이외의 재산 피해
14. 가구 그 밖의 물품을 반입 및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마이너스옵션 부위에 발생
한 하자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한 하자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태(懈怠)】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
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
①공사는 보증사고 시 해당주택을 현장실사하며, 또한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도 필요
한 조사 및 관련서류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자(또는 주채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②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방해하여 확인이 곤란하거나 그에
따라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 해당사업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서 보증서에 쓰여진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보증사고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같은 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각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 주채무자가 하자보수의 착수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보증채
권자의 수령거부 또는 방해 등 책임질 사유로 하자보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
니다.

제5조(보증사고 통지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공사에 알려야 하며, 이행청구 시
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첨부(하자보수비용
및 산출명세서 포함))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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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하자발생사실 증명서류(칼라사진 및 설명서)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명단 및 그 구성관련 증빙서류(회의록 등)
5.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하자보수청구한 문서
6.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이행사항 및 관련 문서
7. 하자현황도 등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통지 및 청구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증채무 이행방법 )
①공사는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이행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채무자에게 3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마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보수 이행
을 최고합니다. 다만, 보증사고 전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에 하자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
이 발생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정당성 판
단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성실히 사전
조사 및 조율에 협조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및 공사
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하자보
수를 마치지 않거나, 보증채권자가 동의한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단, 부득이 지연될 경우에는 30일, 사전조사에 소요된 기간 제
외)이내에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공동
주택관리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청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할 수 있습니다.
③공사는 제2항의 현장조사 종료(현장조사 결과보고 포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
과와 제3조에 따른 관련자료 및 본 약관을 토대로 하여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를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④보증채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가 판정한 보증대상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대상여부 통지공문 접수일로부터 15일(공사가 동의 시에는 연장가능)이내에 타당한 이의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공사는 제4항에 따른 이의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부터 15일(보증채권자가 동
의 시에는 연장가능)이내에 이의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보증대상여부를 알
립니다.
⑥제5항에 따른 절차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이견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합의한 하자여부를 판
정할 수 있는 제3자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증대상여부를 결정하게됩
니다. 이때 의뢰비용은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각각 1/2씩 부담하되, 추후 판정결과의 비율(건
수기준)에 따라 정산 후 초과부담금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공사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경우에 그때까지 확정된 보증대상에 대하
여 우선적으로 보증책임을 이행합니다. 이때 보증채권자는 제6항의 보증대상에 관하여 이견
이 있음을 사유로 공사의 우선적 보증책임이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
채권자의 보증이행 수령거부 또는 방해로 보증책임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사는 보증이행
을 중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
다.
⑧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책임완료확인서(공사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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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⑨공사가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경우의 비용 산정은 시중의 공신력있는 자료에 따른 노임ㆍ
자재단가와 필요시 공사가 인정하는 그 밖의 비용(기술료, 안전진단비, 설계, 조사비용 및 그
밖의 부대비용 포함)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에 최초 보증이행청구일 현재 공사 내규에서
정한 현금변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⑩공사가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보증채권자는 같은 하자를 이유로 보증채무이행을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보증채권자의 입증책임 )
①보증채권자는 청구한 하자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
상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사실과 주채무자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
실에 대하여 관련증빙 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제8조(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
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
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
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유효하게 성립하며, 사용검사일(전체 동별 사용검사
일, 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또는 분양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0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소멸시효 )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권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제12조(보증채권자 명의 변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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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3조(보증채무 이행장소 )
보증채무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4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
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제15조(분쟁 조정)
보증채무이행 등에 관하여 공사와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
쟁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분쟁조정기관
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약관 해석)
①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
①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이행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보증채권자 및 채무자
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개인정
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
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동
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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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금융 모기지보증 약관

제정 2013. 8.27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 4.25
개정 2017.11.27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주채무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대
상주택, 대출과목 및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5.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6. “보증부대출”은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을 말합니다.
7. “회수금”은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별
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으로 자동 축소됩니다.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
증서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보증부대출에 대하여만 보
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개별보증 ) 공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제5조(보증기간 ) 보증부대출의 기간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내이어야 합니다.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 ①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보증부대출 기간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주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
담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공사의 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
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기간을 연장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
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사실의 통지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하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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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4. 보증사고의 발생
5. 보증사고의 해소
②보증채권자는 다음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공사에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실행
2.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사의
보증서발급 영업부서에 도달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 증 사고 사 유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보증채권자가 이자 약정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자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당해 이자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은 본조 제1항제2호의 보증사고사유 발생일
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5. 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때
7.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
부터 1월 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
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
-

②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된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증사고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보증부대출과 관련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기타비용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권
210

∙ 주택도시보증공사

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2. 보증부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기타 명칭으로 예수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의 지정변제금
4. 기타 당연히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
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주된 주채무자로
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
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
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월이 경
과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 제1호에 의한 사유 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⑤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보증채권자가 제4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4항이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6항에 의해 보완요청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
다.) 당해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2. 제1호의 이행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미수이자액(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
이 규정하는 이행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하고, 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이 규정하는 이행기한을 도과한 경우
에는 그 도과기간 부분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적용될 연체 이자율
을 적용합니다.)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
②공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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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증채무이행방법 등) ①보증채무이행장소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통지를 한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입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
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및 유가증권·담보 등의 실물. 다만, 공사가 보증
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5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
니다.
제16조(담보대위 등)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공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
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 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대위의 대항요
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보증부대출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
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당해 유가증권을 유
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전받은 담
보권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7조(보증서의 양도제한 등)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피보증
채무의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
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는 보증채권자가 이를 부담
합니다.
제19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서 발급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3.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4.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
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 다만, 보증
사고 발생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 또는 포기하였을 때에 한함
6.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공
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7. 제9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8.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
9. 보증승인통지서 또는 보증서상 표시된 유보조건(주채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 중 금융기관
등에 대환될 자금으로서 주채무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금원 등)에 위반하여 주채무
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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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11. 보증채권자가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또는 제15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
무)를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 또는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12.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되었을 때
제20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보증금액 전액
2. 제19조제5호 내지 제12호의 경우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금지사
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유보조건에 위반하여 지급된 대출금 등 해당 면책사
유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제21조(특약 등) ①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보증약관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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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정 2013. 8.27
개정 2013.11.26
개폐정리 2015. 6.30
개정 2017. 3.13
개정 2017.10.23
개정 2017.11.27.
개정 2019. 9.27.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 이내에 되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금액 한
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되돌려 받을 금
전으로서 전세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주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4.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5.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발
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6.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필요비ㆍ유익비 상환 등의 채무
7.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보증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타 주소지 전입신고 등)하여 공사
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8.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
무
9. 보증채권자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제3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
10.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혹은 연장된 이
후에 발생한 채무
11. 그 밖에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보증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함으로
써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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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또는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한 임대인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세계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
을 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주채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면책사항 )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보증채권자
가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등)
2. 보증채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 전대한 경우
3.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
부·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5조(보증채권자의 알릴의무)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보증채권자가 제11조(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전세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
령을 받아서 전세목적물에 마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대】 보증채권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목적물을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
합니다.

제4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책임 전부
2.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책임 중 공사가 손해를 입
었거나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
제5조(보증채권자의 알릴 의무)
①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2.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경·공매의 개시결정, 채권신고, 배당요구 등 경·공매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4.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보증사고 사유가 없어진 경우
6.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7. 그 밖에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공사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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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6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전세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③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없어진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 발생시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을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
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
니다.
【해지】 민법상 약정 및 법정해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경공매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보증채무 이행청구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
니다.
1.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전세목적물의 경⋅공매에 따라
임차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또는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한 임차인인 경우 제외) 이행 청구해
야 합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된 경우로서, 배당요구 후 보
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청구해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를 한 경우, 공사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가 담보
로 설정한 담보물의 교부‧이전등기 등 권리의 실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8조(보증채무 이행청구시 제출서류 )
①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보증서 또는 그 사본(공사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4. 내용증명우편 등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명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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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중 전세보증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경·공매시)
7.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보증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8.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전세계약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
에 응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해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채권자가 제7조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접수한 경우 공사는 제2항의 이행심사를
거친 후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합니다.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보증채권자의 보증
채무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월(제8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완
을 완료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후 주채무자가 이의제기 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유보합니다.
1. 전세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
2. 전세목적물에 대한 점유상황
3. 전세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주장, 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 연체임차료
주장 등 주채무자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항변권 또는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4. 약관에 따른 면책사항 해당여부
③ 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2항의 심사를 제1항의 기한 이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 공
사는 보증채권자에게 그 사유를 지급기한 이전에 알리고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의 거절 혹은 유보결정을
알립니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이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체된 날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을 지
연일수에 따라 배상합니다.
⑤ 공사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공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채권자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청구를 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 위임장, 임차권등기 결정서 원본, 인감
증명서 등) (다만, 일부보증의 경우 제외)
3. 공사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사의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전세계약
서 원본등)
4.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10조(전세목적물의 명도책임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이행금을 받음과 동시에 주채무자에게
전세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받은 보
증이행금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사는 주채무
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해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에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
고, 공사로부터 필요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는 보증
채무의 이행전이라도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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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전세목적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 또
는 행사해야 하고, 공사가 구상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④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2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
합니다.
② 공사는 보증조건에 적합하게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른 주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보증서에 적힌 내용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보증조건의 변경 제한)
①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는 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변경사항을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정정하여 재발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보증조건】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전세목적물, 전
세보증금, 전세계약기간 및 보증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4조(사기행위에 대한 특례)
① 공사는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이
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
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와 관련된 제1항의 자는 보증이용이 제
한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5조(부당이득 반환)
① 공사가 지급한 보증채무 이행금이 이 약관에 따른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로 추후 확
인될 경우 보증채권자는 그 해당금액 및 법적조치 비용 등을 공사에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공사 및 주채무자로부터 이중으로 변제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는 즉시 공사로
부터 받은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제16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① 보증서는 공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 또는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채권의 양도를 공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보증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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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7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8조(분실․도난 등)
보증채권자는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
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다만, 공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공사의 영업
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 또는 특약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
에 따릅니다.
제20조(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 해
석하지 않습니다.
제21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사는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이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
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
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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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

제정 2013.11.26
개폐정리 2013.12.20
개정 2014. 1.28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 2.24
개정 2017. 3.13
개정 2017.10.23.
개정 2017.11.27.
개정 2019. 9.27
개폐정리 2020. 7.21
개정 2020. 7.24
제1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사항

제1절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 이내에 되돌려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보증금액 한
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되돌려 받을 금
전으로서 전세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주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4.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5.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발
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6.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필요비ㆍ유익비 상환 등의 채무
7.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보증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타 주소지 전입신고 등)하여 공사
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8.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
무
9. 보증채권자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제
3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
10.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혹은 연장된 이
후에 발생한 채무
11. 그 밖에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보증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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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또는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한 임대인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세계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
을

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주채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조건】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전세목적물, 전세
보증금, 전세계약기간 및 보증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면책사항 )
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보증채권자
가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등)
2. 보증채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 전대한 경우
3.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
부·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5조(보증채권자의 알릴의무)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보증채권자가 제11조(대위 및 구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 전세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전세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
령을 받아서 전세목적물에 마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대】 보증채권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목적물을 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
합니다.

제4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책임 전부
2.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책임 중 공사가 손해를 입
었거나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
제5조(보증채권자의 알릴의무 )
①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2.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경·공매의 개시결정, 채권신고, 배당요구 등 경·공매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4.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보증사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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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7. 그 밖에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공사는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절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6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전세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③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없어진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 발생시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 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
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
니다.
【해지】 민법상 약정 및 법정해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경공매시 배당요구에 따른 해지
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보증채무 이행청구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
니다.
1.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전세목적물의 경⋅공매에 따라
임차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또는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한 임차인인 경우 제외) 이행 청구해
야 합니다.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된 경우로서, 배당요구 후 보
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청구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를 한 경우, 공사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가 담
보로 설정한 담보물의 교부‧이전등기 등 권리의 실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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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증채무 이행청구시 제출서류 )
①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보증서 또는 그 사본(공사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4. 내용증명우편 등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명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
6.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중 전세보증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경·공매시)
7.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보증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8.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전세계약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해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채권자가 제7조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접수한 경우 공사는 제2항의 이행심사를
거친 후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합니다.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보증채권자의 보증
채무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월(제8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완
을 완료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후 주채무자가 이의제기 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유보합니다.
1. 전세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
2. 전세목적물에 대한 점유상황
3. 전세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주장, 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 연체임차료
주장 등 주채무자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항변권 또는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4. 약관에 따른 면책사항 해당여부
③ 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2항의 심사를 제1항의 기한 이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 공
사는 보증채권자에게 그 사유를 지급기한 이전에 알리고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의 거절 혹은 유보결정을
알립니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채무이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체된 날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을 지
연일수에 따라 배상합니다.
⑤ 공사가 제21조에 따라 특약보증채권자에게 특약보증금액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금액은 보증채무 이행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⑥ 공사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
채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공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채권자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청구를 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 위임장, 임차권등기 결정서 원본, 인감
증명서 등) (다만, 일부보증의 경우 제외)
3. 공사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사의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전세계약
서 원본등)
4.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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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약칭이며,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전
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특약보증채권자】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채권자의 약칭이며, 특약주채무자와 대출계
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특약보증채권자를 말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특약주채무자】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채무자의 약칭이며,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
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특약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제10조(전세목적물의 명도책임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이행금을 받음과 동시에 주채무자에게
전세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제1항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받은 보
증이행금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사는 주채무
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해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에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
고, 공사로부터 필요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는 보증
채무의 이행전이라도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전세목적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 또
는 행사해야 하고, 공사가 구상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④ 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증채무 이행의 상계)
① 공사가 제26조에 따른 특약보증의 보증채무를 특약보증채권자에게 이행한 경우로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채권자가 제7조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이행금액 등을 상계하여 최종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산정합니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금액 합계액 및 그 이행에
소요된 비용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금액 합계액에 대한 그 이
행일의 다음날로부터 공사에서 내규로 정한 지연이자 등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종 보증채무 이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
증의 보증채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③ 제2장의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금액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을 넘는 경우에는 공사는 그 넘는 금액에 대해 보증채권자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제3절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13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보증채무는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는 보증부대출 실행일(전세계약 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관계
로 직전 영업일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말함)에 전세목적물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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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보증부대출 실행일 다음날까지의 전세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보증서 발급시
기초가 된 권리관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공사는 보증조건에 적합하게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른 주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보증서에 적힌 내용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부대출】 보증서에 적힌 특약보증조건에 적합하게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을 말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확정일자】 해당 문서가 작성된 일자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 또는 관공서 등에서
전세계약서에 부여한 날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14조(보증조건의 변경)
①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는 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변경사항을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정정하여 재발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제15조(사기행위에 대한 특례)
① 공사는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이
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
에는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와 관련된 제1항의 자는 보증이용이 제
한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6조(부당이득 반환)
① 공사가 지급한 보증채무 이행금이 이 약관에 따른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로 추후 확
인될 경우 보증채권자는 그 해당금액 및 법적조치 비용 등을 공사에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공사 및 주채무자로부터 이중으로 변제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는 즉시 공사로
부터 받은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제2장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관련사항

제1절 특약보증채무의 내용
제17조(특약보증금액 )
① 특약보증금액은 특약보증채권자가 특약주채무자에게 대출하는 보증부대출금액으로 합니
다.
② 특약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금액을 특약보증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알리
지 않더라도 보증금액은 실행된 보증부대출금액으로 합니다.
제18조(특약보증책임범위 )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특약보증기간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보증부대출금액에 한해 특약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9조(특약보증채권자의 알릴의무 )
특약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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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4호의 사실은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알려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
3. 특약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실행절차를 마친 경우
4. 특약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특약보증사고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20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의 순서로 변제 충
당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권 해지의 대가
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2. 보증부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그 밖의 명칭으로 그
밖의 명칭으로 미리 납입 받은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의 지정변제금
4. 그 밖에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
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④ 제3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특약주채무자가 특약보증채권자에게 주된 채
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특약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
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수금】 특약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특약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
제,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제21조(특약보증채무 이행범위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특약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중 미회수금액으로 특약보증금액을 넘지 않는 원금
2. 제1호의 이행액에 대한 특약보증채무 이행일까지 해당 보증부대출이 이행기에 이르지 않
은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따른 미수이자액
3. 특약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금액의 회수를 위해 지급한 비용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
② 공사는 제1항 제2호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특약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5조 제3항의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특약보증채무
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청구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
2. 특약보증채권자가 제25조 제6항에 따라 보완 요청받은 서류제출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
한 경우에는 제25조 제6항에 따른 보완요청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완서류 도착일까지 발
생한 미수이자액
③ 특약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예․적금(주택청약 관련 저축․예금
및 부금 제외) 등을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면책사항 )
공사는 특약보증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약보
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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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서의 특약보증조건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보증부대출과 관련해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특약주채무자와 특약보증채권
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3.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경우
4. 제28조(특약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를 위반하여 위반해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5. 제30조(특약보증조건의 변경 제한)를 위반한 경우
6. 특약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경우
7. 특약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를 해지하
였거나 해지하거나 포기한 경우
8. 제19조(특약보증채권자의 알릴의무)를 위반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제20조(회수금의 변제충당)을 위반해 채권을 충당한 경우
10. 제24조(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특약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를 준 경우
11. 제31조(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해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12. 특약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인해 보증부대출의 회
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약보증조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조건의 약칭이며,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보증서에 적힌 특약보증금액, 특약보증기간, 특약주채무자, 특약보증채권자, 전세목적물,
전세보증금, 전세계약기간 및 보증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3조(면책범위 )
제22조에 따른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제2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특약보증책임 전부
2. 제22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금
지사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었거
나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
제2절 특약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24조(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 ① 특약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특약보증사고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약보증채권자는 특약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려야 합니다.
특약보증사고사유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고
3월이 지난 경우
3. 특약보증채권자가 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다만, 특약보증채권자가 이자연체를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고 3월이
지난 경우에 특약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4. 특약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특약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기한
사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고사유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월 이내
사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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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약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특약주채무자의 청산이 시작된 경우
6. 공사가 특약보증채권자에게 특약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한 때

특약보증채권자가 사고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② 특약보증채권자는 특약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없어진 경우 그 사실을 공사에 서면 또는
전산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특약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특약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
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2개 이상의 특약보증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사고사유가 전
부 없어져야 특약보증사고가 없어진 것으로 합니다.
제25조(특약보증채무이행 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 특약보증채권자는 특약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공사에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특약보증채권자는 특약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상관없이 공사에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특약주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경우
2. 제1호 이외에 보증부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 특약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④ 특약보증채권자가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보증부대출 약정이자율의 금리구성 요소별 계산 근거서류
5. 그 밖에 특약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근거서류
⑤ 특약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특약보증채권자가 제4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해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공
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공사는 특약보증채권자의 특약보증채무 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를 접
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특약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특약보증채권자가 특약보증채
무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마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특약보
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제26조(특약보증채무 이행 방법)
① 보증부대출에 대한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은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채무금액 전액을 상
환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특약보증채권자는 공사의 특약보증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
출해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약정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보증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보증채권자가 확인한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
만, 공사가 보증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보증채권자가 확인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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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리보전 )
① 특약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존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제2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② 특약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특약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
고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공사가 구상채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③ 특약보증채권자는 공사가 특약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즉시 보유하고 있는 담보에 대해
담보물의 점유이전, 대위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공사가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
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④ 특약보증채권자는 공사가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그 밖의 보증
부대출 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대위할수 있도록 특약보증채무 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해당 유가증권을 유효한 방법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제3절 특약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28조(특약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 공사의 특약보증채무는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약관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특약보증의 효력은 특약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약보증조건에
적합하게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때에 발생합니다.
③ 공사는 특약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원명목으로 대출한 경우에만 특
약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주채무자가 보증부대출 실행일(전세계약 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관
계로 직전 영업일에 보증부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말함)에 전세목적물의 점
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보증부대출 실행일 다음날까지의 전세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보증서 발급시
기초가 된 권리관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9조(특약보증기간과 보증부대출기간의 관계)
보증부대출금액의 대출기간(이하 “보증부대출기한”이라 한다)은 보증서에 적힌 특약보증기
간과 같아야 합니다.
제30조(특약보증조건의 변경 제한)
① 특약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특약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않고는 보증부대출기간의
연장, 전세대출과목의 변경, 특약주채무자의 변경 등 특약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② 특약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특약보증채권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으로 알린 경우에만 성
립합니다.
③ 공사는 제2항의 통지에 적합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특약보증채권자는 공사의 특약보증조건변경통지로 보증부대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보증부대출기간을 연장해서
는 안됩니다.
⑤ 특약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새
로운 채무자(채무인수인)에 대해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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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특약보증채권자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공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을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1.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약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특약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서에 따른 보증부대출에 대해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특약보증채권자의 내규에 따라 대출취급이 금지된 경우
제3장 공통사항

제32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 또는 특약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33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① 보증서는 공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 또는 특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채권의 양도를 공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보증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34조(분실․도난 등)
보증채권자 또는 특약보증채권자는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
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다만, 공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공사의 영업
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 또는 특약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
에 따릅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개인정보보호 )
① 공사는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이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
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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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
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부 칙<2020. 7.24.>
이 규정은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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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지급보증약관

제정 2013. 7.30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대가로서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
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4. “임차료”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대가로서 임대인 등에게 매월 납부하
기로 약정한 금전을 말합니다.
5. “주채무자”는 보증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으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자를 말합니다.
6.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인 또는 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7.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보증채권자,임대차계약 내
용 및 보증 특기사항을 말합니다.
8. “부당점유”는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
유(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 또는 간접점유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연체”는 주채무자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①공사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는 보증신청인이 보증료
를 납입하고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공사는 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채무자의 임차료 지급의무에 한하
여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책임기간 ) ①공사는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에 주채무자가 퇴거(명도)전까
지 연체한 임차료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주채무자의 부당점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점유 기간에 연
체된 임차료에 대해서도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조건의 변경) ①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
증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변경사항을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증서의 보증조
건을 정정하여 재교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제5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이후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이
후 보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 보증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때
2. 주채무자가 보증대상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명도)한 때
제6조(임대인의 변경) ①임차목적물의 소유권 양도 또는 임대할 권리가 승계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 임대인, 새로운 임대인 또는 주채무자는 지체없이 공사의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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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임차료 납입계좌와 보증채권자 등 보증조건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공사는 임대인이 변경되고, 임대인 변경후에 발생한 임차료 연체금액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7조(통지의무 )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내용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2. 주채무자가 보증대상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명도)하였을 때
3.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4.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5. 기타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8조(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①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하나를 말
합니다.
1. 임차료의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연체되어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
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때
2. 임차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
3. 임대차계약기간의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주채무
자가 임차목적물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당점유하고 있을 때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및 보증사고가 해소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내
용을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2개 이상의 보
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
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공사가 지급할 보증이행금은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된 임차료로 합니다. 주채무자의 부당점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부당점유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상
당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보증이행금에는 임차료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손해배상, 원상회복 비용과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제1항의 보증이행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공사가 이행할 임차료의 계산은 해당 월의 임차료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주채무자가 연
체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십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제10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납부하지 못한 연체 임차료
2. 공사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증가한 연체 임차료
3. 보증채무이행 청구전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로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공제할 수 있었던 연체 임차료
4.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연체 임차료
5. 제3조의 보증책임기간이 아닌 시점에 발생한 연체 임차료
6. 보증서 발급이후 임대차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기 발생한 연
체 임차료
7.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증과 관련한 물적․인적 담보가 상실
되거나 감소됨에 따라 공사의 채권회수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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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 위반 등 약관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
사의 손해
제11조(보증채무 이행청구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 이후 이행청구일을 기준으로 지급
기일이 지난 연체 임차료에 대하여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2회 이상 할 경우에는 이전 이행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해지를 위하여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전 이행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보증채무 이행청구시 제출서류 ) ①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지급계좌의 거래내역 등 임차료 연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임차인 미퇴거(미명도) 확인서(공사 소정 양식)
6.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 통지서
7. 임대보증금 반환 확약서(공사 소정 양식)
8. 기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
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일로부터 1개월(제12조에 의한 공사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완료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이내에 이행청구건별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 후 주채무자가 이의제기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유보합니다.
1.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
2. 주채무자의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금액
3.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상황
4. 주채무자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항변권 또는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이의제기 타당성
5. 이 약관에 따른 면책사항 해당여부
③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1항의 기한 이내에 제2항의 이행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그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
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합니다.
④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따라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이행금액을 보증서상 보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⑤공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채무 이행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지체된 날로부터 보증채무 이행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지
연일수에 따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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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리보전 등 협조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②제1항에 관련하여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필요한 서류의 교부 또는 보증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담보물의 교부․이전등기 등 권리의 실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제15조(구상 및 대위) ①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공사는 주채무자
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합니다.
②주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호
의 비용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1. 구상채권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2. 인적․물적 담보에 대한 조사․추심 또는 처분을 위해 소요된 비용
3.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보전과 집행 등에 소요된 법적 제비용
4. 보증이행을 위한 임차목적물 현황조사 및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비용
5. 기타 법률 또는 약정상 주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 이행금액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공사가 정하는 지연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16조(임차목적물의 명도책임 ) 공사는 주채무자 등의 부당점유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명도책
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7조(사기행위에 대한 특례) ①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기에 의하여
보증 또는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공사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사가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와 관련된 제1항의 자는 공사의 보
증이용이 제한되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18조(부당이득 반환) ①공사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증이행 대
상이 아닌 채무로 추후 확인될 경우 보증채권자는 그 해당금액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공사 및 주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임차료를 이중으로 변제받은 경우 변제순서에
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는 즉시 공사에게 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20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① 이 보증서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증채권의 양도를 공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보증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모
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21조(분실․도난 등)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
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다만, 공사
가 피고인 경우에는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
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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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정리 2014. 5.20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대상 주택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3. “주채무자”는 보증채권자와 보증대상 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
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주채무
자,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5.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이하 “임대관리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기간 중 주택임
대관리업자가 주택의 소유자(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으로 주택을 재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보장임대료”는 주채무자가 임대관리계약에 의해 매월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
임을 말합니다.
7. “사업약정”은 공사,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주택임대관리 및 보증과 관련
하여 각자의 역할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채무의 성립 및 책임)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발급일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
이 발생합니다.
제3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증채권
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장임대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
기로 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증책임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증책임 부
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관리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대관리계약의 해지통보가 주채
무자에게 도달한 날(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관리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날)까지 연체된 보장임대료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연체된 보장
임대료
제4조(보증조건의 변경) ①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변경사항을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
증서의 보증조건을 정정하여 재교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제5조(통지의무 ) ①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에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장임대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체하거나, 보장임대료 누적 연체금액이 보증금액의
30%에 달한 경우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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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6. 주채무자, 보증채권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되었
을때
7. 이 보증서의 기초가 되는 임대관리계약이 종료하였을 때
8. 주채무자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
제6조(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말합니다.
1.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관리계약이 해지된 때
가. 임대관리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인 보장임대료 연체가 발생한 경우
나. 주채무자가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수납계좌외 타 계좌로 수납받거나 유용하는 등 사업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임대관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하여
임대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다. 주채무자가 관리중인 수개의 보증사업장 중 1개 이상의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이행을 하지않아 정상적인 임대관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공사가 판단하여 임대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라. 주채무자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후 회생계획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임대관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하여
임대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보장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만료한 때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채무자에게 임대관
리계약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제2항의 해지통보를 주채무자의 주소지로 배달증명부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하여야 하며, 해지통보서가 주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관리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주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해지통보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에는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때에 임대관리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④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
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고사유
가 전부 해소되어야 합니다.
제7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화재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임대관리계약을 이행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과 상이하게 임대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3.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대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
4. 보증채무의 성립전 또는 보증사고 사유와 관계없이 임대관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
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
5.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통지 및 제6조제2항의 임대관리계약 해지통보를 지연함으로써 증
가한 손해
6. 주채무자가 임대관리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보장임대료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제8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➀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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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
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증채무 이행청구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서 또는 그 사본(공사가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3. 연체된 보장임대료 내역 및 증빙자료
4. 임대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지서 등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➂보증채권자가 제2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
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및 기한 등) ①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
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②제1항의 이행기일 이내에 공사가 보증책임 부담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수에 대하여 임대관리계약서에 정한 연체이율이나 상사법정이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한 지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대위 및 구상) ➀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
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➁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
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➂공사는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
여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으며, 보
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분실 및 도난) 이 보증서를 분실ž도난 또는 멸실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특약 등) ①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보증약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지사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
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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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약관

제정 2013.12.26
개폐정리 2014. 5.20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대상주택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서 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입주자를 말합니다.
3. “주채무자”는 보증채권자와 보증대상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 주택임
대관리업자를 말합니다.
4. “임대관리임대료보증”은 주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임대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채무자가 계약기간 동안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
택을 재임대하는 주택임대관리계약에 대하여 공사가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급을 책임지는 보
증을 말합니다.<개폐정리 2014. 5. 20>
5. “보증사고”는 임대관리임대료보증의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가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임대관리임대료보증의 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말합니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계약이 해지된 때
1) 임대관리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인 보장임대료 연체가 발생한 경우
2) 주채무자가 월세 및 임대보증금을 수납계좌외 타 계좌로 수납받거나 유용하는 등 사업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임대관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하여
임대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3) 주채무자가 관리중인 수개의 보증사업장 중 1개 이상의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이행을 하지않아 정상적인 임대관리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공사가 판단하여 임대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4) 주채무자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후 회생계획인가를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임대관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하여
임대관리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나. 보장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만료한 때
7.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주채무
자,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채무의 성립) ①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발급일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이 발
생합니다.
②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기전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임대보증금
이 입금된 경우에도 공사는 그 반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임대보
증금 납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통지의무 ) 주채무자 및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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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2.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3. 주채무자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신청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
제5조(임대보증금 반환사유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사고 발생 전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요청하여 주채무
자가 공사에 임대보증금 반환을 신청한 때
2. 보증사고 발생 후에는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 등을 이유로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임대보
증금 반환을 신청한 때
제6조(임대보증금 반환청구 )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임대보증금 반환을 신청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임대보증금 반환신청서
2.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사가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 월세 및 임대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5. 보증서 또는 그 사본(공사가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6. 관리비 등 정산내역 등
7. 퇴거(예정)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다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
본 등) 또는 소유자(새로운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5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등) ①보증사고 발생전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반
환할 경우에는 제3조의 임대보증금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합의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1. 미납부한 월세 및 연체이자
2. 관리상의 비용(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등의 미납금,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임대주
택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등)
②보증사고 발생후 공사는 제3조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
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소유자와 보증채권자가 합의하여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만
차감합니다.
1. 보증사고시까지 미납부한 월세 및 연체이자 등(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2. 보증사고후 반환시까지 미납부한 월세 및 위약금, 관리상 발생한 비용(관리비 및 도시가
스비 등 미납금,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원상복
구비용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공사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접수된(제6조 각호
의 서류접수 및 제1항의 공제할 금액 산정에 대한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의 합의를 포함합
니다)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날이라 함은 관련 서류 전부가 제
출 완료된 날(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제1항의 공제할 금액 산정에 대하여 합의한 날을 포함
합니다)을 말합니다.
⑤제3항의 이행기일 이내에 공사가 보증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
여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연체이율이나 상사법정이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한 지체배상금을 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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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
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에 지정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3.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기타 손해
배상채무
4.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행사 해태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제9조(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공사가 보증금반환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부당이득 반환 등) 공사가 지급한 보증이행채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관에서 정하
는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로 추후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그 해당금액을 공사
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으며, 보
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분실 및 도난) 이 보증서를 분실ž도난 또는 멸실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지사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
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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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약관

제정 2013. 4.25
개폐정리 2013. 5.31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 4.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주채무자”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피보증인)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
대상주택, 대출과목 및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5.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6. “보증부대출”은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을 말합니다.
7. “회수금”은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
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별
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으로 자동 축소됩니다.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
증서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보증부대출에 대하여만 보
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보증부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
되더라도 최초의 보증부대출과 그 이후에 실행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최초의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제4조(개별보증 ) 공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제5조(보증기간 ) 보증부대출의 기간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내이어야 합니다.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 ①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보증부대출 기간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주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
담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공사의 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
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기간을 연장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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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 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
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공사에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사실의 통지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하
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4. 보증사고의 발생
5. 보증사고의 해소
②보증채권자는 다음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공사에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실행
2.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사의
보증서발급 영업부서에 도달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 증 사 고 사 유
통지기한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경과한 때
말일로부터 1월 이내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보증채권자가 이자 약정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자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당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이자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은 본조 제1항제2호의 보증
사고사유 발생일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이내
5. 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산에 들어간 때
날로부터 10일 이내
7.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
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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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된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증사고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①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제3조제3항의 분할대출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보증부대출과 관련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기타비용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합니다.
②다음 각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
권 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2. 보증부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기타 명칭으로 예수
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의 지정변제금
4. 기타 당연히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
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주된 주채무자로
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
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
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월이 경
과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 제1호에 의한 사유 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⑤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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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보증채권자가 제4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4항이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6항에 의해 보완요청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
다.) 당해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공사는 다음 각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2. 제1호의 이행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미수이자액(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
이 규정하는 이행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하고, 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이 규정하는 이행기한을 도과한 경우
에는 그 도과기간 부분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적용될 연체 이자율
을 적용합니다.)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
②공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증채무이행방법 등) ①보증채무이행장소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통지를 한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입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및 유가증권·담보 등의 실물. 다만, 공사가 보
증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5조(보증채무이행후 회수금의 정산배제 ) 보증채무이행후 주채무자 등 인적담보로부터 회
수한 금액은 각 회수한 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며 공사와 보증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증부대출관련 물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제10조 의하여
정산합니다.
제16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
니다.
제17조(담보대위 등)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공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
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 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대위의 대항요
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보증부대출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
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당해 유가증권을 유
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전받은 담
보권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8조(보증서의 양도제한 등)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피보증
채무의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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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
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는 보증채권자가 이를 부담
합니다.
제20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서 발급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3.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4.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
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 다만, 보
증사고 발생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 또는 포기하였을 때에 한함
6.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7. 제9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8.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
9.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10. 보증채권자가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또는 제16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
무)를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 또는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11.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되었을 때
제21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보증금액 전액
2. 제20조제5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금지
사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제22조(특약 등) ①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보증약관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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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약관(유동화용)

제정 2016. 4.22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장 총 칙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4.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합니다)”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회
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출자증권
ㆍ사채ㆍ수익증권 등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5.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 합니다)”은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말합니다.
6.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이하 ”AB전자단기사채“라 합니다)는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를 말합니다.
7. “ABCP차환발행”은 기 발행된 ABCP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회차의 ABCP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8. “AB전자단기사채차환발행”은 기 발행된 AB전자단기사채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회차의 A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유동화회사”(이하 “SPC”라 합니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
화전문회사 또는 조합사업비대출 및 이를 유동화 하기 위하여 ABCP 또는 AB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10. “사업약정서”는 회사,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시행사 등 이해관계인이 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을 위한 각자 역할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11. “수납관리계좌”는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상환받은 대출원리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개설된 보증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12. “유효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평가등급 중 최저
평가등급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방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매입자금대출채권
을 양수하여 ABS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Ⅱ.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
항」과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고, AB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BS를 상환하거
나 직접 임대주택매입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Ⅲ.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
우 관련한 사항」과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AB전자단기사채를 발행
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BS를 상환하거나 직접 임대주택매입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Ⅲ.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을 준용하고 「Ⅳ. 공통 사항」을 적
용하기로 합니다.
제2장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

제3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SPC가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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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증범위 ) ① 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음 각 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간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
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제5조(자산유동화계획 변경등 동의) 보증채권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변경되어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고 등록하
여야 합니다.
제6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때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양도등록을 한 때
3. SPC가 유동화자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4.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5.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7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
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사업약정서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
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의 ABS투
자자에게 조기상환하기로 한 날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생한 경우는 ABS만기일 전
일)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
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9조(수납관리계좌등의 잔액 반환의무)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ABS투자
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
(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즉시 공사에 반환하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8조제1항의 기한 경과 및 제8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
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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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부록 주요보증별 약관

제3장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

제11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하며, 공사가 이 보증서
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기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ABS상환을 위하여 ABCP가 발행된 경
우에는 제3조 단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보증범위 ) ① 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공사는 제15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
하기로 합니다.
제13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14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가 ABCP의 매입보장을 하는 경우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증사고 사유로 보
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공사의 유효신용등급이 BB+이하로 하락한 때
제15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사업약정서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
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 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차환발행
예정일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행한 경우에는 최종회차 ABCP 만기일 전일)까지 보
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6조(보증채권자의 의무)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대출약정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ABCP발행계획에 따른 ABCP의 발행
2.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으로 ABCP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즉시 반환
제17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제11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15조제1항의 기한 경과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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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통 사항

제18조(권리보전 ) ① 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
보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니다.
제19조(채권재조정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촉진법」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금융기관협약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이 감축되는 등 재조정되는 경우에도 공사는 재조정되기 전 보
증조건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0조제1호,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3. 제10조제4호, 제17조제4호의 경우에는 증가된 손해
제21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보증채권자 명의의 수납관리계좌에
상환함으로써 보증책임을 면합니다.
제22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23조(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률(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24조에 따라 구상채권
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24조(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에서 발생하
는 현금흐름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25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본사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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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약관[기업형임대사업자(리츠)]

제정 2016.10.25
개폐정리2017.01.18
개폐정리2017.10.11
개폐정리2020. 7.21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
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
(기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서 다
음 각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4조 (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5조 (보증사고사유 및 기한이익 회복) ①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
대출금이 된 때
3. 임대주택 리츠 사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
권자와 보증 회사가 협의하여 보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금액에 불
구하고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초 약정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금 및 제3조제2항의 이
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조제2항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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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율(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
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3조제1항 및제3조제
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공사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와 같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상환대출의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이 상환
2.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2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와 같이 상환
③보증채무의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공사에 있습니다.
제9조 (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이행 후에 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
름으로부터 다음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10조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1조 (보증부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에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부실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한 후에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이 보증서 및 약관에서 정한 보증부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3. 제11조에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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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제13조 (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제14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
로 합니다.
제15조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
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253

업 무 안 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약관[기업형임대사업자(ABS)]

제정 2016.10.25
개폐정리 2017.01.18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자 또
는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합니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회
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출자증권
ㆍ사채ㆍ수익증권 등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5. “유동화회사”(이하 “SPC”라 합니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
화전문회사 를 말합니다.
6. “사업약정서”는 회사,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이 PF대출을 위한 각자
의 역할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7. “유효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
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평가등급 중 최저 평
가등급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SPC가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서 다
음 각 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간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변경등 동의) 보증채권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변경되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고 등록하여
야 합니다.
제5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양도등록을 한 때
3. SPC가 유동화자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4.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5.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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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
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의 ABS투자자
에게 조기상환하기로 한 날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생한 경우는 ABS만기일 전일)까
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8조(수납관리계좌등의 잔액 반환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ABS투
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즉시 공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
다.
제9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7조제1항의 기한 경과 및 제7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
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제10조(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1조(채권재조정에 대한 특례)「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금융기관협약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이 감축되는 등 재조정되는 경우에도 공사는 재조정되기 전 보
증조건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9조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3. 제9조제4호의 경우에는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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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소
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보증채권자 명의의 수납관리계좌에 상환함으로써 보증책임을
면합니다.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5조(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률(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16조에 따라 구상채권
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6조(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에서 발생하
는 현금흐름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17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
되, 보증채권자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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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약관[기업형임대사업자(일반)]

제정 2016.10.25
개폐정리 2017.01.18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
자를 말합니다.
제2조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
(기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서 다
음 각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4조 (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5조 (보증사고사유 및 기한이익 회복) ①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
대출금이 된 때
3. 현금흐름분석결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보
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금액에 불
구하고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초 약정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금 및 제3조제2항의 이
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조제2항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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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율(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
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8조 (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 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
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공사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와 같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상환대출의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이 상환
2.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2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와 같이 상환
③보증채무의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공사에 있습니다.
제9조 (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이행 후에 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
름으로부터 다음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10조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
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
니다.
제11조 (보증부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에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부실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한 후에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이 보증서 및 약관에서 정한 보증부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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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에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4.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제13조 (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제14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회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
로 합니다.
제15조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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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약관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 4.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자, 임차목적물 소재지, 보증
대상, 대출과목 및 특기사항을 말합니다.
5.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6. “부분보증비율”(이하 “보증비율”이라 한다)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비율을 말합니다.
7. “보증부대출”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로서 보
증비율에 의한 공사책임분담부분과 보증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합니다.
8. “회수금”은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예정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별도
의 통지가 없더라도 실행된 보증부대출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자동 축
소됩니다.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①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취급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보증기간과 보증부대출기한과의 관계) ①보증부대출의 기간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
증기간이내이어야 합니다.
②보증부대출의 기간이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보다 단기인 때에는 공사가 따로 보
증조건변경통지를 아니하더라도 보증기간은 대출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단축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증조건의 변경) ①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부대출 기간의 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주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보증조건의 변경은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③공사는 제2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담
합니다.
④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공사의 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키
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보증부대출의 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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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공사가 주택도시기금 이외의 대출을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조건변경 통지한 경우라도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사실의 통지는 제7조 제1항에
서 정한 기한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실행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4.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7조(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
①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때
다만, 기한이익상실사유 중 보증부대출금 이자연체의 경우는
제2호의 통지기간을 적용합니다.
4. 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5.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6.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한 때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
-

②보증채권자는 공사에 보증사고 발생 및 보증사고의 해소사실을 서면통지 이외의 방식으로
공사에 통지한 경우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③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고사유가
전부 해소된 때에 한합니다.
제8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안됩니다.
1.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3. 보증채권자의 내규에 따라 대출취급이 금지된 경우
제9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보증부대출과 관련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원금, 약정이자, 연
체이자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합니다.
②다음 각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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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2. 보증부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기타 명칭으로 예수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의 지정변제금
4. 기타 당연히 보증출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
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 제1호에 의한 사유 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보
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보증부대출 약정이자율의 금리구성 요소별 계산 근거서류
⑤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보증채권자가 제4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공사는 다음 각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원금
2.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미수이자액[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의함]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에 보증비율
을 곱한 금액
②공사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대하여는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0조제3항의 청구기한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제10조제3항의 청구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
2. 보증채권자가 제10조제6항에 의해 보완 요청받은 서류제출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한 때
에는 제10조제6항에 의한 보완요청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발생한 미수이
자액
③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예․적금(주택청약 관련 저축․예금 및 부금 제
외) 등 보증채무이행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는 그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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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증채무이행 방법) ①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책임 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의 보증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
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다만, 공사가 보증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확인한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다만,
공사가 보증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확인한 사본
제13조(보증채무이행후 회수금의 정산배제 ) 보증채무이행 후 주채무자 등 인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각 회수기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며 공사와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보증부대출관련 물적담보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제9조에 따라 정산합
니다.
제14조(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존 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
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제2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
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즉시 보유하고 있는 담보에 대하여 담보물의
점유이전, 대위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공사가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
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보증부대출관련 유가증
권상의 권리를 대위할수 있도록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당해 유가증권을 유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5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
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본건 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채
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3.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4.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5. 제5조(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6.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
7. 제7조(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8. 제8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9. 제9조(회수금의 변제충당)을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
10.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 되었을 때
제16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5조제6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금지사
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등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만
큼 면책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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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8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분실․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하여
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귀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귀사의 관할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보증
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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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약관[PF보증(LOAN)용]

제정 2015.12.29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개폐정리 2020.10.08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채권
자를 말합니다.
제2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공사가 이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
(기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
음 각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하
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7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연체이자율에 의한 미수연체이자액
제4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제5조(보증사고사유 및 기한이익 회복) ①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
출금이 된 때
3. 현금흐름분석결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보
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②공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과 같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
금액에 불구하고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초 약정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금 및 제3조제2항의 이
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조제2항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을 상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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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률(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자
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구상채권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사고금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및 보증부대출 관련서류 사본
2. 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3.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
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①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
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②공사는 대출금의 기한이익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와 같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분할상환대출의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1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이 상환
2. 보증사고사유가 제5조제1항제2호인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와 같이 상환
③보증채무의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은 공사에 있습니다.
제9조(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이행 후에 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으로부터 다음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10조(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
보물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니다.
제11조(보증부대출 취급시 유의사항 )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자에게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부실거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한 후에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이 보증서 및 약관에서 정한 보증부대출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3. 제11조에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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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 동의없이 이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경우
5. 보증사고 발생 후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6.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제13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15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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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약관[PF보증(유동화)용]

제정 2015.12.29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개폐정리 2020.10. 8
Ⅰ. 총

칙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주채무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채권자로부터 대
출을 받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사업약정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자
또는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자산유동화증권(이하 “ABS”라 합니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출자증
권ㆍ사채ㆍ수익증권 등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5.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라 합니다)”은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말합니다.
6.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이하 ”AB전자단기사채“라 합니다)는 유동화회사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를 말합니다.
7. “ABCP차환발행”은 기 발행된 ABCP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회차의 ABCP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8. “AB전자단기사채차환발행”은 기 발행된 AB전자단기사채 액면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음 회차의 A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유동화회사”(이하 “SPC”라 합니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
화전문회사 또는 PF대출 및 이를 유동화 하기 위하여 ABCP 또는 AB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10. “사업약정서”는 회사,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시공자 등 이해관계인이 PF대출을 위한 각
자 역할과 권리·의무를 정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11. “수납관리계좌”는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전 및 상환받은 대출원리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개설된 보증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12. “유효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1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평가등급 중 최저
평가등급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방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PF대출채권을 양수하여
ABS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Ⅱ.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과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고, ABCP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BS를 상환하거나 직접 PF대
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Ⅲ.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과 「Ⅳ. 공
통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AB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ABS를
상환하거나 직접 PF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Ⅲ.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
한 사항」을 준용하고 「Ⅳ. 공통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Ⅱ. ABS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

제3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SPC가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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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 이외에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종속채무로써 다
음 각호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8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간 이내에는 제1항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
하여 대출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한 미수정상이자액
2. 제8조 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에 대
하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제5조(자산유동화계획 변경등 동의) 보증채권자는 자산유동화계획이 변경되어 「자산유동화
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고 등록하
여야 합니다.
제6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양도등록을 한 때
3. SPC가 유동화자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4.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5.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7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
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제8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
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사업약정서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
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의 ABS투자
자에게 조기상환하기로 한날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생한 경우는 ABS만기일 전일)
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하기로 합니다.
제9조(수납관리계좌등의 잔액 반환의무)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ABS투자
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
(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즉시 공사에 반환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8조제1항의 기한 경과 및 제8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
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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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BCP를 발행하여 유동화하는 경우 관련한 사항

제11조(보증관계의 성립) 보증관계는 이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 성립하며, 공사가 이 보증서
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기표)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ABS상환을 위하여 ABCP가 발행된 경
우에는 제3조 단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제12조(보증범위 ) ①공사는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
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②공사는 제15조제3항의 보증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대출원금
에 대하여 대출약정서에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합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
하기로 합니다.
제13조(통지의무 )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사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2.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을 때
3.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 등 유동화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관리, 자산관
리 및 신용등급 등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때
제14조(보증사고사유 ) 보증사고라 함은 대출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이외의 자가 ABCP의 매입보장을 하는 경우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증사고 사유로 보
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주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간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에 의하여 도래하는 상환기일은 제외합니다)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2. 공사의 유효신용등급이 BB+이하로 하락한 때
제15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이행기한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
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사업약정서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
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차환발행예
정일 전일(대출만기일에 보증사고 발행한 경우에는 최종 회차 ABCP 만기일 전일)까지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6조(보증채권자의 의무)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대출약정서 또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ABCP발행계획에 따른 ABCP의 발행
2.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으로 ABCP투자자에게 상환하여야할 금액을 상환하고 수납관리계좌
등 보증채권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잔액(세금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즉시 반환
제17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제11조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 대출을 취급한 경우
2. 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없이 대출에 관련된 물적ㆍ인적담보를 해지한 경우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훼손한 경우
4. 보증채권자가 제15조제1항의 기한 경과에 의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지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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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경매, 회생, 파산 등의 채권신고, 기타 권리보전 및 행사에
보증부대출금액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무이행 전이라도 공사가 구상권 보전상 필요에 의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요청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이에 응하기로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출금의 관련 담보에 대하여 공사에게 담보물
의 점유이전, 저당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의 대위를 위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기로 합니다.
제19조(채권재조정에 대한 특례)「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채권금융기관협약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권이 감축되는 등 재조정되는 경우에도 공사는 재조정되기 전 보
증조건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0조제1호,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전액 면책
2.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담보해지 및 훼손금액
3. 제10조제4호, 제17조제4호의 경우에는 증가된 손해
제21조(보증채무이행의 방법) 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보증채권자 명의의 수납관리계좌에
상환함으로써 보증책임을 면합니다.
제22조(보증채무의 이행장소 )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로
합니다
제23조(채권충당 ) 공사가 이 약관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으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채
무이행금액에 소정의 지연배상금률(보증채무이행 당시에 당해 대출금에 적용되는 보증채권
자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대상사업의 수입금으로부터 제24조에 따라 구상채권
을 회수함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24조(채권의 회수시기 및 순위) 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에서 발생하
는 현금흐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순위로 우선하여 회수하기로 합니다.
1. 1순위 :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2. 2순위 : 공사의 지연배상금
제25조(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분실 및 도난 등) 이 보증서를 분실ㆍ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이 보증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②이 약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합의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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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약관[리모델링자금보증용]

제정 2015.12.29.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 4.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주채무자”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도시재생사업자(피보증인)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대
상 건축물, 대출과목 및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5.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6. “보증부대출”은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을 말합니다.
7. “회수금”은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별
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으로 자동 축소됩니다.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
증서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보증부대출에 대하여만 보
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개별보증 ) 공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제5조(보증기간 ) 보증부대출의 기간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내이어야 합니다.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 ①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보증부대출 기간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주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
담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공사의 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
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기간을 연장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
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사실의 통지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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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4. 보증사고의 발생
5. 보증사고의 해소
②보증채권자는 다음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공사에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실행
2.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사의
보증서발급 영업부서에 도달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 증 사고 사 유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보증채권자가 이자 약정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자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당해 이자연체에 따
른 기한이익 상실은 본조 제1항제2호의 보증사고사유 발생일에 기
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5. 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
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때
7.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
부터 1월 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
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
-

②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된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증사고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보증부대출과 관련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기타비용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권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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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2. 보증부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기타 명칭으로 예수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의 지정변제금
4. 기타 당연히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
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주된 주채무자로
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
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
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발생일로부터 1월이 경
과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 제1호에 의한 사유 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⑤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보증채권자가 제4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4항이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6항에 의해 보완요청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
다.) 당해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2. 제1호의 이행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미수이자액(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
이 규정하는 이행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하고, 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이 규정하는 이행기한을 도과한 경우
에는 그 도과기간 부분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적용될 연체 이자율
을 적용합니다.)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
②공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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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증채무이행방법 등) ①보증채무이행장소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통지를 한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입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
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및 유가증권·담보 등의 실물. 다만, 공사가 보증
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5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
니다.
제16조(담보대위 등)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공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
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 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대위의 대항요
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보증부대출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
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당해 유가증권을 유
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전받은 담
보권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7조(보증서의 양도제한 등)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피보증
채무의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
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는 보증채권자가 이를 부담
합니다.
제19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서 발급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3.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4.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
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 다만, 보증
사고 발생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 또는 포기하였을 때에 한함
6.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공
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7. 제9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8.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
9. 보증승인통지서 또는 보증서상 표시된 유보조건(주채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 중 금융기관
등에 대환될 자금으로서 주채무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금원 등)에 위반하여 주채무
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을 때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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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11. 보증채권자가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또는 제15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
무)를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 또는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12.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되었을 때
제20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보증금액 전액
2. 제19조제5호 내지 제12호의 경우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금지사
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유보조건에 위반하여 지급된 대출금 등 해당 면책사
유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제21조(특약 등) ①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보증약관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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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약관[시설·운영자금보증용]

제정 2015.12.29.
개폐정리 2017. 2.24
개폐정리 2017. 4.25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대출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3. “주채무자”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도시재생사업자(피보증인)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대
상 건축물, 대출과목 및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5.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6. “보증부대출”은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을 말합니다.
7. “회수금”은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별
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으로 자동 축소됩니다.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
증서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기간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보증부대출에 대하여만 보
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개별보증 ) 공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제5조(보증기간 ) 보증부대출의 기간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내이어야 합니다.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 ①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보증부대출 기간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주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
담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공사의 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
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기간을 연장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
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사실의 통지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하
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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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4. 보증사고의 발생
5. 보증사고의 해소
②보증채권자는 다음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공사에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실행
2.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사의
보증서발급 영업부서에 도달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 증 사고 사 유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보증채권자가 이자 약정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자
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당해 이자연체에 따
른 기한이익 상실은 본조 제1항제2호의 보증사고사유 발생일에 기
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5. 주채무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
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때
7.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
부터 1월 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
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
-

②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된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증사고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보증부대출과 관련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기타비용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여야 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권
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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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부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기타 명칭으로 예수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의 지정변제금
4. 기타 당연히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
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④제3항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주된 주채무자로
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주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
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
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월이 경
과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 제1호에 의한 사유 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⑤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보증채권자가 제4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4항이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6항에 의해 보완요청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
다.) 당해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2. 제1호의 이행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미수이자액(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
이 규정하는 이행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하고, 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이 규정하는 이행기한을 도과한 경우
에는 그 도과기간 부분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적용될 연체 이자율
을 적용합니다.)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
②공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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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증채무이행방법 등) ①보증채무이행장소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통지를 한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입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
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및 유가증권·담보 등의 실물. 다만, 공사가 보증
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5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
니다.
제16조(담보대위 등)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공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
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 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대위의 대항요
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보증부대출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
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당해 유가증권을 유
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전받은 담
보권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7조(보증서의 양도제한 등)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피보증
채무의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
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는 보증채권자가 이를 부담
합니다.
제19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서 발급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3.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4.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
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 다만, 보증
사고 발생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 또는 포기하였을 때에 한함
6.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공
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7. 제9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8.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
9. 보증승인통지서 또는 보증서상 표시된 유보조건(주채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 중 금융기관
등에 대환될 자금으로서 주채무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금원 등)에 위반하여 주채무
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을 때
10.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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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11. 보증채권자가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또는 제15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
무)를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 또는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12.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되었을 때
제20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보증금액 전액
2. 제19조제5호 내지 제12호의 경우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금지사
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유보조건에 위반하여 지급된 대출금 등 해당 면책사
유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제21조(특약 등) ①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보증약관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281

업 무 안 내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약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용)

제정 2017.10.12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2.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대출을 취급할 기관을 말합니다.
3. “주채무자”는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업자(피보증인)를 말합니다.
4. “보증조건”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채권자, 주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대
상 사업, 대출과목 및 특기사항 등을 말합니다.
5. “대출실행”은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계좌입금 포함)을 말합니다.
6. “보증부대출”은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되어 보증효력이 발생된 대출을 말합니다.
7. "담보부대출"은 공사 또는 보증채권자가 담보취득에 따라 산정하여 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8. “회수금”은 보증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상계권행사, 주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임의변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금전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금액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부대출
금액으로 합니다.
②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상의 보증부대출 예정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별
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보증부대출금액으로 자동 축소됩니다.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 ①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효력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
증서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때에만 발생합니다.
②보증조건에 부합하는 보증부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실행되더라도 최초의 보증부대출
과 그 이후에 실행된 분할대출을 합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1. 최초의 보증부대출 관련서류에 분할대출 실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2. 최초의 보증부대출이 보증서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행될 것
3.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보증부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제4조(개별보증 ) 공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합니다.
제5조(보증기간 ) 보증부대출의 기간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이내이어야 합니다.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 ①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조건의 변경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보증부대출 기간연장, 대출과목의 변경, 주채무자의 변경 등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약정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공사는 제1항의 통지에 부합되도록 보증부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보증책임을 부
담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공사의 보증조건변경통지에 의하여 기존대출을 소멸시
키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신규대출형식으로 기간을 연장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경우에는 공사는 신채무
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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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4호 기재사실의 통지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내에 하
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실행
2.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3. 보증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4. 보증사고의 발생
5. 보증사고의 해소
②보증채권자는 다음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약정이자율을 공사에 지체없이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부대출의 실행
2.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부대출약정의 내용변경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①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공사의
보증서발급 영업부서에 도달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증 사 고사 유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보증채권자가 이자 약정기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
자연체를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당해 이자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은 본조 제1항제2호의 보증사고사유 발생일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5. 주채무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
간때
7.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통지기한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
부터 1월 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
-

②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된 경우(2개 이상의 보증사고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그 보증사고 사유 전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증사고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보증채권자는 이 보증서가 발급된 후라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2.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공사의 다른 보증에 의한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그
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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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 ) ①담보권 실행에 의한 회수금(담보가치 감소에 따른 상환금 포
함)은 담보부대출 관련 채무(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순)에 변제 충당한 후 잔여액이 있는
경우 보증부대출 관련 구상채무(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순)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②다음 각 호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인적․물적담보(담보권
해지의 대가로 수취한 회수금 포함)로부터의 회수금
2. 보증부대출 회수에 충당할 목적으로 납입된 적금, 부금, 예치금 및 기타 명칭으로 예수한
금전으로부터의 회수금
3. 보증부대출에의 지정변제금
4. 기타 당연히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
며,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절
차․회생절차 등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제1항의 채권보전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보증채무이행청구시기 및 방법 등) ①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보증부대출의 상환기
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1월이 경과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 제1호에 의한 사유 이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
③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3. 보증부대출 관련 유가증권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서류의 사본
⑤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부대출과 관계있는 서류사본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
⑥보증채권자가 제4항의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하여 이행청구한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공사가 요청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제4항이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6항에 의해 보완요청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
다.) 당해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행기한을 기산합니다.
제13조(보증채무이행범위 ) ①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2. 제1호의 이행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미수이자액(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
이 규정하는 이행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에 의하고, 보증채무이행일이 제12조제7항이 규정하는 이행기한을 도과한 경우
에는 그 도과기간 부분에 대하여 보증부대출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적용될 연체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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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합니다.)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
②공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경과 후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청구기한 종료일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 발생한 미수이자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증채무이행방법 등) ①보증채무이행장소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통지를 한
공사의 영업부서 또는 소관부서입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교부하여야 합
니다.
1. 대위변제증서
2. 보증부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서류의 원본 및 유가증권·담보 등의 실물. 다만, 공사가 보증
부대출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가 인증한 사본
제15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무 )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구상권 보전 및 행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이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
니다.
제16조(담보대위 등) ①보증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고 공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받
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담보물의 점유이전, 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대위의 대항요
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공사가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보증부대출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
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공사에 당해 유가증권을 유
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는 공사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는 즉시 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이전받은 담
보권으로부터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이외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17조(보증서의 양도제한 등)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피보증
채무의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보증서의 분실․도난 등)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
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는 보증채권자가 이를 부담
합니다.
제19조(면책사항 )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사의 동의 없이 보증서 발급전에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3. 제3조(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4. 제6조(보증조건의 변경)를 위반하였을 때
5.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발생후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
출에 관련된 물적․인적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였거나 포기하였을 때. 다만, 보증
사고 발생전에 있어서는 공사가 보존을 요청한 담보를 해지 또는 포기하였을 때에 한함
6. 제8조(보증사고 및 통지기한 등) 제1항의 통지기한까지 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함으로써 공
사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7. 제9조(보증사고 발생후 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를 위반하여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8. 제10조(회수금의 변제충당)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
당당한 HUG, 청렴에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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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증승인통지서 또는 보증서상 표시된 유보조건(주채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 중 금융기관
등에 대환될 자금으로서 주채무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금원 등)에 위반하여 주채무
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을 때
10. 공사의 동의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
11. 보증채권자가 제11조(보증부대출채권의 권리보전) 또는 제15조(보증채권자의 구상협조의
무)를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채권보전 또는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12. 보증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증부대출이 회수불능되었을 때
제20조(면책범위 ) 공사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그에 따른 종속채무로 합니다.
1.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보증금액 전액
2. 제19조제5호 내지 제12호의 경우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금액, 보증부대출 실행금지사
유 발생 후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액, 유보조건에 위반하여 지급된 대출금 등 해당 면책사
유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해당 면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
제21조(특약 등) ①보증채권자와 공사가 보증약관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②공사는 원활한 보증이행을 위하여 보증채무이행방법 등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와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의 적용과 관련
하여, 대출업무와 보증업무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채권자의 서면통지, 통지기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서류의 제출, 교부 또는 제공과 관
련한 사항
2. 보증의 효력발생 및 보증책임, 그와 관련한 면책사항 및 범위
3. 공사의 보증조건변경 및 그 통지, 보증채무이행통지, 동의, 담보대위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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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증이용약관

제정 2007. 3.14
개폐정리 2015. 6.30
개폐정리 2017.10.11
개폐정리 2020. 7.2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인터넷보증이
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는 인터넷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인터넷보증”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
공하는 보증서비스를 말합니다.
3. “통신수단”은 컴퓨터, 정보단말기 등 인터넷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합니다.
4. “접근수단”은 인터넷거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고객번호 등을 말
합니다.
5.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
합니다.
제3조(가입 및 접근수단의 관리) ①고객이 인터넷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별도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인터넷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③이용자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4조(이용범위 등) ①공사는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보증의 신청
2. 보증의 승인 및 거절 통보
3. 보증채무의 약정
4. 보증서의 발급
5. 기타 증명서류의 발급
6. 관련사항의 조회 및 통지
②공사는 통신수단에 사용되는 기술적 사양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
및 변경일자 등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7영업일 이전에 게시합니다.
제5조(이용시간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종류별로 공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공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 이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
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 사전 게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사이버영업부서 이용의 제한) ①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버영업부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5회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경우
2. 이용자의 입력정보 내용이 허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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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에 대한 공사의 서비스 제공이 해지된 경우
② 공사가 제1항에 의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제7조(인터넷보증 ) ① 인터넷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에 의하고, 공사가
요청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 보증심사결과 보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의 영업종료시간까지
보완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거절하며, 보완사항 또는 보증거절 등의
통지는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보증거절사유에 해당되거나 보증료가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거절통지 수신여부
에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은 무효 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인터넷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신청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8조(기타 증명서류의 발급) 제4조제1항제5호의 기타 증명서류의 발급은 금융거래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주식증명원 등 공사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이 곤란
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9조(인터넷보증의 이용제한 ) 공사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
터넷거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체결한 약정에 의한 거래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인터넷거래에 관한 관계법령 및 공사의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3. 인터넷거래로 발급한 보증서 등을 위·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인터넷보증이용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인터넷보증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인터넷보증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적 수단이나 공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공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1조(정보교환 ) 신청인은 공사가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공인인증기관과
상호교환하여 정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면책사항 ) ① 신청인이 인터넷보증 신청시 기재내용의 착오기재 등의 사유로 발생되
는 손해 및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공사는 천재지변, 전쟁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인터넷보증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보증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③ 공사는 신청인의 사정으로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에 의한 보완사항 또는 보증거절 등의
통지를 수신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사는 신청인, 보증채권자, 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터넷보증이용의 장애에 대
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사는 인터넷보증을 취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허용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열람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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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에 대한 비밀유지와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
자에게 있으며, 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분실·변조 및 유출시에만 공사
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① 공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
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7영업일 이전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
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일까지 통신수단이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인터넷보증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이의가 공사에 도달
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공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서 정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인터넷보증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보증상품약관 등
을 적용합니다.
제16조(보증서 배달에 관한 특약) ① 신청인은 공사에 보증서 배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통상 3일이내에 보증서가 배달되고, 부득이한 경우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 배달을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그 상황을 확인한
후 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영업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서 배달지연 등 배달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 신청인이 배달장소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경우
3.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증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
4. 우체국 또는 운송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7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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