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 이 양식은 상환 계획을 제안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님께:

저의 이름은

입니다. 저는 귀하의 세입자로 다음 주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
지금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소득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정 지원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모두 수행하였습니다[세입자가 행한 모든 노력 기재: 실업수당 신청, 구직 노력, 기타

정부 혜택 신청 등]: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집세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하거나 제때에 지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통해 귀하께서는 향후 집세를 회수하고 저는 현재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급 방식을 논의하시고자 한다면 (전화 또는
비디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만나뵐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

저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 서명

서명 날짜

Form #1 - You can use this form to propose a payment plan:

Dear

My name is

:

. I am your tenant, living at:
[address].

Like so many people right now, I have lost income due to the coronavirus. I am doing everything I can
to find financial assistance. I have done all of the following [include what you have done: applied for
unemployment, looking for other work, applied for other government benefits, and so on]:

But I am still struggling right now. I may not be able to pay my rent in full or on time in the coming
months.
I hope you will work with me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payment plan so you will get rent
payments and I will keep my housing. I would be happy to meet (by phone or video call, or through
email) to discuss the options for payment. You can reach me at this phone number or email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understand more assistance may become available to landlords and tenants. I will apply for any
programs that are available to me. I hope you are willing to do the same.
I really hope we can work together on this. I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you. Sincerely,
Tenant Signature

Date signed

양식 #2 - 이 양식은 상환 계획을 작성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세 상환 계획
본 상환 계획은 주지사 인슬리(Inslee) 행정명령 20-19.4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자:
집주인/집주인 대리인:
임대 유닛 주소:
미지급 집세 합계: $
3월

$

8월

$

4월

$

9월

$

5월

$

10 월

$

6월

$

11 월

$

7월

$

12 월

$

날짜별 지급액 합계: ____________________.
1 차 지급액 $____________ 마감일 _____________.
2 차 지급액 $____________ 마감일 _____________.
3 차 지급액 $ ____________마감일 _____________.
4 차 지급액 $____________ 마감일 _____________.
5 차 지급액 $____________마감일 _____________.
6 차 지급액 $____________ 마감일 _____________.

추가 지급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집주인은 자선단체,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 및 교회 등을 포함한 모든 지급 원천으로부터 지급금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집주인은 현금, 수표, 보증 수표(certified check), 또는 머니 오더(money order)로 지급금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입자

집주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날짜

Form #2 - You can use this form to make your repayment plan

Rent Repayment Plan
This payment plan is entered into under Governor Inslee’s Proclamation 20-19.4.
Tenant:

___________________

Landlord/Agent for landlord:

________

Rental unit address:

______

Total rent due: $
March

$

August

$

April

$

September

$

May

$

October

$

June

$

November

$

July

$

December

$

Payment of total by date: ____________________.
1st payment of $____________

due on _____________.

2nd payment of $____________ due on _____________.
3rd payment of $ ____________ due on _____________.
4th payment of $____________ due on ____________
5th payment of $___________

.

due on _____________.

6th payment of $____________ due on ____________

.

Additional paymen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ndlord agrees that payment will be accepted from any sour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harities,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 entities, and churches.
Landlord agrees to accept payment in cash, check, certified check, or money ord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n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ndlor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