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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채무 변제를 위해 

가져갈 수("압류할 수") 없는 

자금 

❖ 귀하께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읽어주십시오.  

❖ 여기 WashingtonLawHelp.org에서 링크된 모든 요약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야 합니까?  

예, 채무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채권자 또는 회사가 귀하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읽어주십시오.  

귀하를 고소한 사람이 귀하의 돈이나 자산을 가져가는 것("압류")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법률에 따라 어떤 유형의 소득과 자산을 채권자(귀하께서 빚을 지신 개인 또는 

회사)가 압류할 수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귀하의 채무를 인정하였더라도, 채권자는 특정 자금은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귀하로부터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면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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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비, 연방 학자금 대출, 그리고 연방정부에 대한 기타 채무에는 

이러한 면제에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어떤 소득이 면제가 됩니까? 

❖ 다음은 일반적인 면제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변호사와 상황에 대해 상담해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소득이나 돈은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귀하에게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장애 및 퇴직 수당(자녀 양육비, 연방 학자금 대출, 연방 세금 미납은 

제외) 

•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수당 

• 한시적 빈곤 가정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수당(주 복지) 

• 노인, 맹인 또는 장애인(Aged, Blind, or Disabled, ABD) 수당(주 장애) 

• 실업 수당(자녀 양육비를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 

• VA(재향군인 관리국, Veteran's Administration) 수당(정부나 지원을 위해 

내야 하는 금액은 일부 제외) 

• 연방 학자금 대출 

• 귀하께서 받은 자녀 양육비 

• 대부분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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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계좌의 자금: 

민간 학자금 대출 채무만 결정된 경우에는 $2,500가 면제됩니다. 

귀하께서 소비자 부채로 인해 압류를 받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2,000가 

면제됩니다. 

귀하 은행 계좌에서 $500는 다른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1,000의 현금을 

추가하여 최대 총 $1,500 면제). 

은행 계좌의 일부 자금은 자동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은행은 압류 영장을 

받았을 때 귀하의 계좌에서 이 금액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압류는 소비자 부채에 대해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의사 진료 청구서, 병원 청구서, 공공요금, 전화요금 청구서, 은행이나 

신용조합에서 받은 개인 대출, 임대인 또는 전 임대인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 기타 개인, 가족, 가정용으로 발생한 채무가 포함됩니다. 

❖ 가능하다면 사회보장 또는 VA 수당을 제외한 다른 자금은 은행 계좌에 

넣지 마십시오.  

귀하의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나 전체 자금이 압류가 면제되더라도, 은행은 다음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계좌에서 동결할 수 있습니다. 

• 민간 학자금 대출 채무만 결정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1,000가 면제됩니다. 

• 귀하께서 소비자 부채로 인해 압류를 받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1,000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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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은행 계좌에서 $500는 다른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1,000의 현금을 

추가하여 최대 총 $1,500 면제). 

❖ 예시:귀하의 은행 계좌에 $1,700가 있습니다. 은행은 소비자 채무 

채권자로부터 영장을 받습니다. 은행은 $1,000가 자동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700를 동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0는 귀하의 계정에 

남아 있고 귀하께서 쓸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2,000가 보호되므로 

나머지 $700도 면제됩니다.하지만 귀하께서 $700 면제를 추가로 

받으시려면 면제 청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 재산 면제 청구 방법을 

읽어주십시오. 

은행 계좌 압류로 인해 수표 부도, 초과발행 수수료, 기타 은행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면제 자금을 귀하의 계좌로 받기 위해 바로 면제 청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금은 귀하께서 수령하신 후에도 압류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압류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연금 수표를 직접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자택으로 연금을 우편 송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 시도한다면 1-888-201-1014의 

CLEAR에 전화해주십시오. 개인 재산 면제 청구 방법도 읽어주십시오. 

나의 급여는 얼마나 면제됩니까?  

채무나 결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소비자 결정: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라면 귀하의 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how-to-claim-personal-property-exemptions?ref=Mxi9E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how-to-claim-personal-property-exemptions?ref=Mxi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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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507.15(주 최저시급인 $14.49의 35배)  

• 2주당 $1,014.30  

• 월 2회 $1,098.83  

• 월 $2,197.65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주 최저시급의 35배 또는 귀하의 실수령액의 80% 

중 더 큰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은 필수 공제금을 제외한 소득입니다.필수 공제에는 사회보장, 

Medicare, 연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민간 학자금 대출 결정: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귀하의 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 주당 $877.00(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시급인 $17.54의 50배) 

• 2주당 $1,754.00 

• 월 2회 $1,900.17 

• 월 $3,800.33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시급의 50배 또는 귀하의 

실수령액의 85% 중 더 큰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결정: 

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귀하의 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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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53.75 

• 2주당 $507.50 

• 월 2회 $549.80 

• 월 $1,099.58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방 최저급여의 35배 또는 귀하의 실수령액의 

75% 중 더 큰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 실수령액의 50%는 압류가 방지됩니다. 

계좌 입금을 통해 급여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급여는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때 압류가 면제됩니다. 귀하께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시거나 고용주가 귀하에게 계좌 입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채권자가 해당 자금이 더 이상 급여 면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마십시오. 

채무가 있는 은행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까? 

아니요. 귀하의 예금 은행이 귀하의 계좌에서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할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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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은행 신용카드를 만드셨거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은행에 저축 예금 또는 

당좌 예금을 만들지 마십시오.  

채권자가 채무를 이유로 나를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법원 서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소득과 자산이 압류가 면제되더라도, 법원에서 소득 및 자산의 압류 면제에 

관한 신고서(Declaration Regarding Income and Assets Exempt from 

Garnish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귀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져갈 

수 없음을 증명해줍니다.소득 및 자산 면제 신고서 작성 시기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보충 절차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해당 명령을 준수하셔야(따르셔야) 합니다. 보충 절차(Supplemental 

Proceedings)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법적 도움 받기 

• CLEAR*Online -nwjustice.org/apply-onlin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 King 카운티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퇴거 또는 담보권 행사 

제외) 주중 오전 8:00부터 오후 6:00 사이에 2-1-1(또는 무료 전화 1-877-

211-9274)로 전화해주십시오. 담당자가 법적 조언 제공자에게 연결해드릴 

것입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when-should-i-file-a-declaration-of-exempt-income-and-assets
http://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supplemental-proceedings
http://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supplemental-proceedings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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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카운티 외 지역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퇴거 또는 압류 

제외) 주중 오전 9:15부터 오후 12:15 사이에 CLEAR 핫라인 1-888-201-

1014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nwjustice.org/apply-online)으로 

신청하십시오.  

• 퇴거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나요? 1-855-657-8387로 전화해주십시오. 

• 압류 상황이신가요? 1-800-606-4819로 전화해주십시오. 

• King 카운티 외 지역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한 노인(60세 이상)은 CLEAR*Sr, 

1-888-387-7111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 청각장애, 난청,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원하는 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번호로 전화해주십시오. 

CLEAR 및 2-1-1은 통역사를 제공합니다. 

이 간행물은 귀하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법률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 2022 노스웨스트 사법 프로젝트 — 1-888-201-1014. 

(평등 사법 연합[Alliance for Equal Justice]과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에게만 복사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합니다.)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