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부동산에 임대 가옥을 어떻게 만드나요? 
 

컬럼비아 특별구에 있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임대 가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임대 가옥은 일반적으로 건물 지하 또는 뒤뜰에 있습니다. 

주택의 구역 설정 규정에 따라 부속가옥 또는 2세대 아파트라고도 

합니다. 모든 임대 가옥에는 별도의 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활, 수면, 식사, 

요리 및 위생을 위한 영구적인 방과 가전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 가옥의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대 가옥은 재산세와 같은 가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추가 소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옥은 임대 옵션이 거의 없는 동네에 

추가 주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속가옥은 저렴한 주택(affordable dwelling unit)과 

동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렴한 주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부속가옥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내 부동산에 임대 가옥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먼저 인근 지역의 구역 지정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건물에서 임대가 

허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 지도에서 블록이 노란색인 경우, 부속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200 또는 2,000제곱피트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 기간 동안 귀하는 부속가옥이 위치한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https://dhcd.dc.gov/service/affordable-dwelling-units
https://handbook.dcoz.dc.gov/use-categories/other-uses/accessory-dwelling-units/


● 또는, 이 지도에서 블록이 노란색인 경우(주로 연립주택 동네), 귀하의 

건물은 가옥이 2개를 넘지 않는 주택인 2세대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구역 지정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면 주소를 검색하거나, 

소비자 및 규제업무 부서(DCRA)와의 미팅 일정을 예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가옥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건물 구조물을 

지어야 합니까? 

아니요. 지하실과 같은 기존 주택의 일부를 임대 가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속가옥을 짓게 되면 DC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속가옥을 위한 별도의 구조물을 지으려면, 소비자 및 

규제업무 부서(DCRA)를 통해 건물 허가를 신청하고 모든 건물 및 구역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속가옥을 새로 만든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부속가옥 건축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 지정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속가옥이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2. 현지 건축법을 알고 있는 건축가나 디자이너를 찾습니다. 

3. 건축가가 귀하의 건물을 방문하여 서비스와 수수료를 설명하는 

제안서를 제시합니다. 

https://dcgis.maps.arcgis.com/apps/MapJournal/index.html?appid=ae5830535a384a7f9ae40527f607b32e&section=3
https://maps.dcoz.dc.gov/zr16/#l=12&x=-8576100.80879499&y=4706465.769289769&mms=24!21!22!4!2!1!8!11
https://dcra.dc.gov/pdrm
https://dcra.dc.gov/node/1408621


4. 건축가는 사용자의 요구와 목표에 따라 DC 규정에 맞게 부속 가옥을 

설계합니다. 설계도에는 전기, 배관 및 기타 기술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귀하 또는 건축가는 소비자 및 규제업무 부서(DCRA) 허가 마법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획 검토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6. DCRA는 교통부, 에너지 환경부와 같은 다른 DC 기관 또는 DC 

Water와 같은 준정부 기관과 귀하의 계획에 대해 상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계획 검토가 완료된 후(보통 45~60일), DCRA는 귀하의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8. 귀하는 여러 계약 업체의 입찰과 건물 도면을 공유하고 비교합니다. 

계약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는 레퍼런스를 체크하고 법률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DCRA 계약 업체 등급 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에 

맞는, 정식 허가를 받은 수준 높은 건축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9. 부속가옥을 짓습니다. 건축가는 건축 자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합니다. 건물 검사관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젝트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부속가옥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정적인 소득, 좋은 신용 점수, 충분한 주택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을 찾기 전에 건축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한 총 프로젝트 견적을 내야 합니다. 

 

임대 가옥에 대해 DC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임대 가옥을 임대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건축 중에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이 안전한지, 임대 가옥의 요구 

https://govservices.dcra.dc.gov/contractorratingsystem
https://govservices.dcra.dc.gov/contractorratingsystem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가옥 검사가 끝난 후에는 기본 

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내 집의 가옥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임차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세입자를 선택할 때는 

신용 및 신원 조회를 실행해야 합니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태 또는 장애에 기반한 차별을 방지하는 공정한 주거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주택 선택 바우처프로그램과 같은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택 임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C 주택청에 관심 양식을 제출합니다. 

 

가옥을 Airbnb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까? 

주택 내 가옥을 Airbnb로 임대하려면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단기 

임대 면허증과 적절한 보험이 필요합니다. Airbnb를 통해서는 가옥을 한 

번에 30일 이상 또는 매년 90일 이상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관리자를 고용해야 합니까?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자는 귀하를 대신하여 세입자 

선별, 임대료 징수, 수리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관리자에게 임대 가옥의 총임대료 즉, 총 월 임대료 및 공과금 비용의 최대 

8~10%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https://dcra.dc.gov/node/1422851
https://dcra.dc.gov/node/1422851
https://dcra.dc.gov/node/1422851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public_indian_housing/programs/hcv/about/fact_sheet
https://www.dchousing.org/vue/customer/forms.aspx?fid=clcg1mppqu4q98py&AspxAutoDetectCookieSupport=1


여기서 다루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임대 가옥의 구역 지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202) 442-4576으로 

구역 지정 관리자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전 8:30~오후 4:30 사이에 목요일은 오전 9:30~오후 4:30 

사이에 운영합니다. 

허가 또는 사업 허가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DCRA에 연락하거나, dcra@dc.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dcra.dc.gov에서 

라이브 채팅을 하거나, (202) 442-44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전 8:30~오후 4:30 사이에 목요일은 오전 

9:30~오후 4:30 사이에 운영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5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https://dcra.kustomer.help/contact/contactus-SkowCOjX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