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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립식/이동식 주택 파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크 

소유주/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읽으십시오. 

 퇴거법은 계속 바뀝니다. 퇴기법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 에서 알아보십시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협박을 받고 있다면, 1-855-657-8387 에 전화하거나 

nwjustice.org/apply-online 에서 도움을 신청하십시오. 

 여기 WashingtonLawHelp.org 에서 링크된 모든 요약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세입자: 아래 글을 읽으십시오! 

워싱턴주 퇴거 유예는 2021 년 6 월 30 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퇴거 유예 기간 

동안에 워싱턴주 집주인들은 집세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자가 2021 년 7 월 1 일부터 집세 인상 통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 법에서 집세 인상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려면 계속 

읽으십시오.  

아래 글을 읽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립식/이동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조립식/이동식 주택 및/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RV 또는 트레일러용 대여 공간을 임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읽어야 합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lang=KO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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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거주 장소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 거주 장소가 이동식 주택 파크가 아닌 경우에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를 읽으십시오. 

 조립식/이동식 주택 파크는 두 개 이상의 조립식/이동식 주택 및/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RV 또는 트레일러용 대여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와 언제 올릴 수 있는지 

 세입자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고 어디에서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저는 최근에 집세 인상 90 일 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수 있나요?  

2021 년 7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소 3 개월 

(90 일) 전에 집세 인상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 년이라면, 그 임대 기간이 끝나야만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RCW 

59.20.090(2). 예시: 임대차 계약이 1 월 1 일에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그때부터 집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10 월 1 일까지 세입자에게 집세 인상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월 단위로 다달이 임대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3 개월 전 서면 통지서를 보낸 후 월말에 집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시: 집주인이 10 월 1 일부터 집세를 올리고 싶어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7 월 

1 일까지 집세 인상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can-my-landlord-raise-my-rent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can-my-landlord-raise-my-rent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can-my-landlord-raise-my-rent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59.20.090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59.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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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세 인상 통지서를 보낼 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이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통지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집세 인상 90 일 전에 새로 인상된 집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낼 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집세 인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전 서면 통지서를 계약 

종료 30 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인상된 집세를 내야 합니까? 

주 법 RCW 59.20.090(2)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3 개월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세 인상 통지서를 받았는데 계약 종료일까지 아직 3 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서면 계약서에 따라 임차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집세 인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서대로 일정한 월세를 내고 임차 중이라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 집세 

인상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3 개월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시: 임대차 계약이 12 월 31 일에 종료됩니다. 집주인은 10 월 1 일까지 세입자에게 통지했어야 

합니다.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59.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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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 200 달러 이상 집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워싱턴주 법은 집세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0 년 3 월부터 2021 년 7 월 31 일 사이에 집세가 밀린 분이라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집주인이 지금 나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를 읽고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집주인과 협상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집세를 인상하지 않도록 설득해볼 수 있습니다. 

귀하와 집주인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본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집주인이 제게 집세 인상을 요구했는데 저는 지금 그럴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다음 선택권들에 대해 의논하십시오.   

 2020 년 3 월부터 2021 년 7 월 31 일 사이에 팬데믹으로 인해 집세가 연체되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집주인이 지금 나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를 읽고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세입자인 경우에 집세 납부 일자를 장애 수당(disability check)을 받는 날짜에 

맞게 변경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의 편지 견본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선택권들도 있습니다. 워싱턴 차별금지법(RCW 49.60) 또는 공정주택법(42 

U.S.C. 3601 에서 시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can-my-landlord-evict-me-now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can-my-landlord-evict-me-now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can-my-landlord-evict-me-now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can-my-landlord-evict-me-now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can-my-landlord-evict-me-now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9.60
https://www.justice.gov/crt/fair-housing-act-2
https://www.justice.gov/crt/fair-housing-a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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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인데 집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제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주 퇴거 유예는 집세 인상을 금지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양식을 작성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atg.wa.gov/landlord-tenant. 

집주인이 집세를 원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길래 제가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집세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복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가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지 120 일 

이내에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집세를 인상했다면 이는 

보복으로 간주될 수 있고 불법입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http://www.atg.wa.gov/landlord-tenant
http://www.atg.wa.gov/landlord-tenant
https://fortress.wa.gov/atg/formhandler/Ago/COVID19TenancyProclamationQuestionForm.aspx
http://www.atg.wa.gov/landlord-t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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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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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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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압류 상황이신가요? 1-800-606-4819 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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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 이상)는 CLEAR*Sr,  

1-888-387-7111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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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할 수 있습니다. 

CLEAR 및 2-1-1 에서는 통역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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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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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식을 이용해서 합리적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님께: 

저의 이름은  입니다. 저는 귀하의 세입자로 다음 주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 

저는 공정주택개정법(FHAA)과 워싱턴차별금지법(WLAD)에 의거해 집세 납부일을 변경하기 위한 

합리적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FHAA 와 WLAD 는 "주거 이용의 평등한 

기회를 누리기 위해 규칙, 정책, 관행, 또는 서비스에 관한 합리적 합의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러한 합의를 

해줄 것을" 주택 공급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제 주된 수입원은 사회보장수당입니다. 저는 매달 _________________일이 되어야 이 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장애로 인해 고정 수입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할 수 

없어 추가 수입을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세 납부일이 사회보장수당 지급일 전이라서 제때에 집세를 

낼 수 없어 매달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세 납부일을 저의 월 사회보장수당 지급일에 맞추어 변경해주실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연체료 없이 집세를 낼 수 있습니다. 집세 납부일을 변경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주거 이용의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집세 납부일을 매달 ______________일로 변경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날짜로 합의해주실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함께 상의해볼 수 있도록 연락해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입자 서명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