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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자(퇴거) 심리 출석 
 

 

 여기 WashingtonLawHelp.org 에 링크해 놓은 모든 자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거법은 계속 바뀝니다. 퇴거법 최신 변경사항은 

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 에서 확인하십시오 

 저소득 세입자는 법원에서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무료 변론 변호

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

면 저희 Eviction Defense Screening(퇴거 변론 심사) 라인(1-855-657-

8387)으로 전화 주시거나 nwjustice.org/apply-

online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 문서는 저에게 해당하나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1.   집주인이 출두 명령서(Summons)와 불법 점유자에 대한 소장(Complaint for 

Unlawful Detainer)이라고 하는 법원 서류를 세입자에게 전달함. 

2.   세입자는 최소한 한 가지 출석 통지서(Notice of Appearance)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대함. 세입자는 퇴거 취소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함.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lang=KO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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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제시 심리(Show Cause hearing)란 무엇인가요? 

출두 명령서와 소장에 사유 제시 명령(Order to Show Cause)이 포함되었다면, 이것은 

집주인이 퇴거 법원 심리 일정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퇴거 법원 심리를 법률 

용어로 사유 제시 심리(Show Cause Hearing)라고 합니다.  

사유 제시 명령을 받았고 퇴거 취소를 위해 싸우기를 원한다면 세입자는 반드시 해당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출석 통지서(Notice of Appearance) 또는 답변을 전달하는 것    

• 상급 법원 서기에게 집세를 전달하는 것  

심리는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날짜와 시간은 사유 제시 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출석해야 합니다! 현재 COVID-19 로 인해 많은 법원 심리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심리 일정에 대해 알려주는 서류에 온라인 로그인 방법에 대한 정보나 

대면 심리일 경우 심리 장소로 오는 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역 상급 법원 서기에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사유 제시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귀하께서 저소득자이시면 법원은 귀하에게 퇴거 소송에서 귀하를 변

론해줄 변호사 선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진술(show 

cause) 심리에서 법원에게 심리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심리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판사가 변호

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더라도 귀하는 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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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또는 위원(commissioner: 판사와 비슷하지만 특정한 유형의 법정 소송 사건만 

취급함)은 세입자의 퇴거 취소를 위한 변론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세입자는 해당 심리에서 즉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판사는 

세입자가 퇴거 취소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정식 재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세입자의 변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판결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은 즉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음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설정 

집주인의 변호사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할 근거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입자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퇴거 명령을 내린다면, 그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보안관만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물쇠를 

교체하고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심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변론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중요 서류 또는 문서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 또는 월세 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이사했을 때 거주지 상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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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의 잘못된 부분 목록 

 집세 지급 영수증 및 지불 처리된 수표 

 퇴거 통지서 

 출두 명령서 및 소장 

 집주인의 변호사와 법원에 전달한 날짜 소인이 찍힌 출석 통지서 또는 

답변의 사본 

 손상된 거주지 수리 비용에 대한 서면 견적서 

 거주지에 본인이 수행한 수리 비용 영수증 

 거주지의 문제가 기록된 사진 

 가능하다면 원본을 지참하도록 합니다. 법원에서 보관하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여분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서류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심리에 출석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증인은 손상된 부분이나 세입자 및 집주인 사이의 분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인은 세입자의 소송에 관해 

개인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유용합니다.  

3.   심리에 출석하기 전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원 서기에게 진행 예정인 

"사유 제시" 심리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해당 심리를 방청하여 본인의 

심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합니다.  

4.   심리에 출석하기 전에, 하고자 하는 말을 연습합니다. 변론은 체계적이고 

간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논점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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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에게 미리 심리에서 본인이 물어볼 질문을 알려줍니다. 

영어를 구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영어를 구사할 수 없거나 언어 또는 청력 장애가 있다면, 법원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사를 원한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 장소는 어디인가요? 

심리가 온라인으로 열린다면, 설명 대로 로그인을 하십시오. Zoom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면 방식으로 심리가 열린다면 

법원에 도착해서 법원 서기에게 출석 사실을 알리십시오. 서기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법원 서기는 법정 밖에 그날 법원 심리가 이루어질 소송 목록을 

게시할 수 있으며, 또는 심리가 시작될 때 소송 목록을 크게 낭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기가 본인의 소송 명칭을 게시 또는 낭독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원 서기에게 

문의합니다.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심리는 판사의 절차 설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사건 

당사자를 호출합니다.  

판사가 본인의 사건을 호출하면, 증거물 및 증인과 함께 앞으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원고, 피고 및 증인은 모두 증언을 제공하기 전에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심리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1. 집주인이 본인을 퇴거시키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제공해주지 않았거나, 집세를 지급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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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뒤늦게 

통지했다면, 법원에 알립니다. 수리 비용을 집세에서 공제했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2. 지참한 증거를 판사에게 제시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위의 "심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섹션을 참조합니다. 

3. 증인이 있다면, 판사에게 그들이 증언해주기를 원한다고 알립니다. 집주인이 

본인을 퇴거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증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사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 증인이 알고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집주인이 집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거시키려고 한다면, 법원에 분할 

지급 계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RCW 59.18.410(2)에 따른 세입자 자격 복원 

신청 및 공개 제한 명령 신청 양식을 사용해주십시오.. 

판사는 언제 판결을 발표하나요? 

판사는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다음 중 한 가지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1. 세입자 패소. 판사는 세입자의 퇴거 취소를 위한 변론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보안관에게 세입자를 퇴거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판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판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세입자 승소. 판사는 세입자의 퇴거 취소를 위한 변론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소송을 기각합니다. 세입자는 최소한 현재는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는 집주인이 퇴거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otion-to-reinstate-tenancy-under-rcw-59184102-and-for-order-of-limited-dissemination-form?lang=KO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otion-to-reinstate-tenancy-under-rcw-59184102-and-for-order-of-limited-dissemination-form?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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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이러한 판결을 내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퇴거 절차에서 

범한 실수를 교정한 후 다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3. 판사가 사건 판결을 위한 정식 재판 요구. 세입자에게 재판 일자가 제공됩니다. 

세입자가 아직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다면, 재판은 30 일 이내에 시작됩니다. 

재판에는 배심원이 참석하나요? 

"사유 제시 심리"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만약 판사가 정식 재판을 명령하면, 세입자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비용은 세입자가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원 서기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사유 제시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일찍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출석하지 않거나 단지 몇 분만 

늦게 도착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보안관은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소장에서 요청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세, 수리 비용,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물리적으로 세입자를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안관만이 세입자를 거주지에서 물리적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의 집행을 원하는 집주인은 반드시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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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제시 심리에서 "원상회복 영장(writ of restitution)"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퇴거를 중지시킬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퇴거를 중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퇴거 절차에서 어떤 실수를 한 

경우 퇴거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집세가 밀렸기 때문에 퇴거당했다면,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5 일 이내에 채무 금액(밀린 집세, 법원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임대 계약을 "복원"(세입자 자격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관이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집행하기 전에 법원에 서면 요청("신청(motion)")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RCW 59.18.410(2)에 따른 세입자 자격 복원 신청 및 공개 제한 

명령 신청 양식을 사용해주십시오..  

또한, 분할 지급 계획을 요청하는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 

영장 집행 유예 신청 및 RCW 59.18.410(3)에 따른 분할 지급 계획 신청 양식을 

사용해주십시오. 

이러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otion-to-reinstate-tenancy-under-rcw-59184102-and-for-order-of-limited-dissemination-form?lang=KO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otion-to-reinstate-tenancy-under-rcw-59184102-and-for-order-of-limited-dissemination-form?lang=KO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otion-to-stay-enforcement-of-writ-of-restitution-and-for-payment-plan-under-rcw-59184103-form?lang=KO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otion-to-stay-enforcement-of-writ-of-restitution-and-for-payment-plan-under-rcw-59184103-form?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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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도움 받기 

• 퇴거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나요? 1-855-657-8387번으로 연락하세요. 

• CLEAR*Online -  nwjustice.org/apply-online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압류 상황이신가요? 1-800-606-4819번으로 연락하세요. 

• King 카운티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까(퇴거나 압류 제외)? 평일 오전 

8 시에서 오후 6 시 사이에 2-1-1 (또는 무료 전화 1-877-211-9274)로 

전화해주십시오. 담당자가 법적 조언 제공자에게 연결해드릴 것입니다. 

• King 카운티 외부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까(퇴거나 압류 제외)? 평일 

오전 9:15 에서 오후 12:15 사이 CLEAR 핫라인 1-888-201-1014 로 

전화하시거나 nwjustice.org/apply-online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 King 카운티 외부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고령자(60세 이상)는 CLEAR*Sr,  

1-888-387-7111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청각 장애,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 원하는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여 위 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CLEAR 및 2-1-1에서는 통역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문서는 세입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특정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 2021 Northwest Justice Project — 1-888-201-1014. 

(복사 및 배포 허가는 Alliance for Equal Justice 및 비상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개인에게 

제공되었습니다.)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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