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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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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1.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3331-1

1) 사용자등록 시 사전 준비사항 (최초 1회 등기소 내방 필요)

-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통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및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가능)

- 신분증

-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5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외국인의 경우 한글 성명으로 발급된 인증서 필요)

*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실지명의 기반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실지명의 기반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본인확인기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5대 인증기관임

2)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용자등록 신청 및 사용자등록접수증 수령

(대리신청 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소 방문 필요)

3)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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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4441-2

로그인 메뉴 클릭

-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메뉴 선택

전자신청사용자 등록

- 로그인 화면에서 [전자신청사용자 등록]

버튼 선택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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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5551-3

접근번호 입력

- 등기소 방문 시 받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적혀 있는

접근번호 16자리 입력

[확인] 버튼 선택
- [확인] 버튼 선택하여 인증서등록

단계로 이동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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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6661-4

[인증서등록하기] 버튼 선택

인증서 암호 입력

- 등록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 입력

[확인] 버튼 선택

- [확인] 버튼 선택하여
사용자등록번호등록 단계로 이동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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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7771-5

[중복확인] 버튼 선택

- 사용자등록번호 중복확인을 위한

팝업화면 표시됨

중복확인을 위한 사용자등록번호 입력

- 사용자등록번호
(로그인 시 필요한 고유정보

: 8~12자리 영대문, 영소문,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으로 구성)

[확인] 버튼 선택

- 사용자등록번호 중복확인 완료

[사용하기] 버튼 선택

- 중복확인이 완료된 사용자등록번호인

경우, [사용하기] 버튼이 활성화됨

사용자등록번호확인 입력

- 전자신청 로그인 시 사용자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잘 메모해 두어야 함

[확인] 버튼 선택
- 완료 단계로 이동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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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8881-6

[초기화면으로이동] 버튼 선택

- 전자신청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9

2. 등기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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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1010102-1

이택스(ETAX)

- https://etax.seoul.go.kr

- 서울지역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을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

(추후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서

등기 신청서 작성 시 납세번호 입력)

위택스(WETAX)

- https://www.wetax.go.kr
- 전국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을 위한

등록면허세 납부

(추후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서

등기 신청서 작성 시 납세번호 입력)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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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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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1212123-1

[전자신청 로그인] 버튼 선택

-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메뉴 선택

- 로그인 화면에서 [전자신청 로그인]

버튼 선택

전자신청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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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1313133-2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

- 사용자등록 시 등록한 인증서의 암호

입력

[확인] 버튼 선택

사용자등록번호 입력

- 사용자등록 시 등록한 사용자등록번호

입력 (‘1-5’ 페이지 참조)

[확인] 버튼 선택

전자신청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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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1414143-3

등기신청 메뉴 선택

작성현황 메뉴 선택

- 작성관리 메뉴 -> 작성현황 메뉴 선택

[신규작성] 버튼 선택

-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신청서 작성 - 신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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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1515153-4

제출방식 선택

- 전자 (전자신청)

이용동의 체크

[전체유형 검색] 버튼 선택

- 등기유형 선택 화면 표시

전체 등기유형 탭 선택

등기유형 검색 입력

- 약정 입력 및 검색

등기유형 선택

- 약정/금지사항 선택

신청서 작성 – 등기유형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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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1616163-5

[부동산 입력] 버튼 선택

- 부동산 입력 화면 표시

신청서 작성 – 부동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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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1717173-6

구분 선택

-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기본 설정),

부동산 도로명

중 선택

(하기 사례는 소재지번 기반으로 설명함)

관할등기소 선택

- 전체등기소 (기본 설정)

부동산 구분 선택

-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인 경우)

- 건물 (단독주택, 일반건물인 경우)

소재,지번 입력

- 리/동

- 번지

집합건물의 동, 층, 호 입력

- 동, 층, 호

[입력] 버튼 선택

- 동일한 행정구역이 다건 존재하는 경우

행정구역 선택 화면이 표시됨

- 입력한 부동산 내역이 조회됨

[확인] 버튼 선택

신청서 작성 – 부동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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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1818183-7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등기 신청 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 체크박스 선택

메시지에서 [확인] 버튼 선택

- 설정해야 할 등기 입력 화면 표시

신청서 작성 –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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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1919193-8

[설정해야할등기입력] 버튼 선택

설정해야 할 등기 입력

- 등기부에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설정해야 할 대상이 되는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를 확인

- 사례1 : 20221118, 216, 1

- 사례2 : 20220623, 85, 2

(같은 순위번호에 공유자 존재)

- 사례3 (다른 순위번호에 공유자 존재)

=> 순위번호 별로 각각 부기등기

해야 함

[입력] 버튼 선택

[확인] 버튼 선택

신청서 작성 –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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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020203-9

[약정/금지사항 입력] 버튼 선택

- 약정/금지사항 입력 화면 표시

등기원인연월일 입력

-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입력] 버튼 선택

[닫기] 버튼 선택

신청서 작성 –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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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121213-10

[신청인 입력] 버튼 선택

등록번호 구분 선택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등기부 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

정보 입력

돋보기 버튼 선택

- 행정구역 선택 화면 표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탭을

선택하여 입력 후 [검색] 버튼 선택

- 조회된 정보 중 입력하고자 하는

주소 선택

상세주소 입력

- 4번에서 선택한 기본주소 외 나머지

상세주소 입력

[입력] 버튼 선택

- 등기권리자 입력 내역이 조회됨

[저장] 버튼 선택

신청서 작성 – 등기할 사항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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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222223-11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버튼 선택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화면 표시

[확인] 버튼 선택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신청서 작성 –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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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323233-12

설정해야할 등기 입력사항 확인

- 민간임대주택 금지사항 관련 체크박스

체크여부 확인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신청할

대상등기 정보 확인

약정/금지사항 입력사항 확인

- 부동산 소재지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신청할 대상 부동산 정보

- 종류 : 민간임대주택

신청인 입력사항 확인

- 입력한 신청인 정보 확인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입력사항 확인

- 신청인 성명 확인

신청서 작성 –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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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424243-13

[등록면허세(취득세) 입력] 버튼 선택

- 등록면허세(취득세) 입력 화면 표시

기관코드 선택

-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지역 선택

등록면허세(취득세) 납세번호 입력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의 납세번호

입력

등록면허세(취득세) 금액

- 등록면허세 금액 입력

[입력] 버튼 선택

- 입력한 등록면허세 정보가

요청문서목록에 조회됨

[확인] 버튼 선택

신청서 작성 - 등록면허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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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525253-14

[행정기관연계] 버튼 선택

- 행정기관연계 정보 화면 표시

- (주민등록사항정보)사전동의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음

토지/임야대장 선택

요청문서목록에 조회된 정보 선택

[삭제] 버튼 선택

- 요청문서목록에서 선택한 정보 삭제

-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시 필요한

연계문서가 아니므로 삭제함

신청서 작성 - 행정기관연계



26

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626263-15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선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정보 선택

- 기 입력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정보 선택

[입력] 버튼 선택

요청문서목록 확인

- 입력한 요청문서내역이 조회됨

신청서 작성 - 행정기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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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727273-16

(임대사업자등록정보)사전동의서 선택

임대사업자 선택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입력

- 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

[동의서 작성] 버튼 선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화면 표시

동의서저장 버튼 클릭

- 사전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서 저장]

버튼 선택

- 화면 닫히고 작성여부가 작성완료로 변경

행정정보연계~ 체크박스 체크

[일괄요청] 버튼 선택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정보를

행정기관에 연계요청함

신청서 작성 - 행정기관연계

정확한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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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828283-17

[작성완료 및 확인] 버튼 선택

행정정보연계 확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연계

성공여부 확인

[닫기] 버튼 선택

- 신청서 미리보기 화면 표시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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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2929293-18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후 [확인] 버튼 선택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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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3030303-19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메뉴 선택

- 신청관리 메뉴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메뉴 선택

서명이 필요한 대상 문서 검색

- 구분 : 개인/법인

- 성명 : 서명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

[검색] 버튼 선택

-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화면 표시

인증서 선택 및 암호 입력

- 서명자의 인증서(공동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암호 입력

-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시 서명이 필요한 문서 목록 조회됨

서명이 필요한 문서 선택

- (임대사업자등록정보)사전동의서

선택 (미승인 상태)

[승인] 버튼 선택

-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화면에서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 전자서명 완료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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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3131313-20

신청수수료관리 메뉴 선택

- 작성관리 메뉴 -> 

신청수수료관리 메뉴 선택

결제가 필요한 신청서 선택

- 승인여부 : 승인 상태 확인 가능함

[결제] 버튼 선택

- 결제 화면으로 이동

* 결제 기능의 상세 절차는

인터넷등기소 간편길잡이 참조

: 간편길잡이 -> 전자신청 -> 

부동산(통합전자등기)

-> 결제 및 신청서 제출 -> 전자결제

신청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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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3232323-21

제출관리 메뉴 선택

- 작성관리 메뉴 -> 제출관리 메뉴 선택

제출이 필요한 신청서 선택

- 신청사항승인여부가 승인인 경우에

신청서 제출 가능함

[신청서 제출 및 출력] 버튼 선택

- 신청서 작성내역 확인 및 제출 화면

표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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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3333333-22

[신청서제출] 버튼 선택

-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화면 표시

인증서 선택 및 암호 입력

- 인증서(공동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암호 입력

접수완료 확인

- 관할등기소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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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 신청사건 진행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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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 신청사건 진행 현황 확인

3535354-1

진행관리 메뉴 선택

- 최근 접수한 신청서의 진행현황 조회

- 관할등기소 : 돋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변경 가능

- 접수일자 : 등기소에 접수한 일자

신청사건 진행현황

- 제출구분 : 전자(전자신청)

- 접수일자 : 등기소에 접수한 일자

- 접수번호 : 등기소 접수번호

- 부동산표시 : 등기할 대상 부동산 정보

- 등기소 : 관할등기소

- 등기유형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등기유형)

- 담당계 : 해당 신청서를 처리하는 등기소

담당계

- 처리상태 : 조사대기/등기완료 등

- 등기필정보등교부상태 : 미출력/출력

신청사건 진행 현황 확인



36

5.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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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3737375-1

진행관리 메뉴 선택

신청사건 선택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 처리가 되어야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변경

- 처리상태가 등기완료인 경우에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가능함

[등기완료통지서수령] 버튼 선택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화면 표시

[확인] 버튼 선택

- 등기완료통지서 pdf 파일을 저장할

경로 선택 및 저장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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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3838385-2

등기완료통지서 확인

- 컴퓨터의 저장된 위치에서 해당 pdf 

파일 선택하여 확인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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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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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4040406-1

1. 신청수수료를 결제하려는데 신청사항승인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 신청사항 승인자로 지정된 사용자로 인증서 로그인하여 신청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연계가 실패 처리됩니다.

-> 이택스 및 위택스에서 납부한 영수필확인서의 납세번호 표시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등록면허세(취득세)입력 화면의

안내문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등기소에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신청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제출 목록에서 해당 신청사건 선택 후 신청서 제출을 진행하셔야 등기소에 접수됩니다.

4. 신청수수료 결제 취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신청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14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결제 취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결제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