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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로부터 10 일 이내 준수 

또는 퇴거 통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읽어보시오. 

 퇴거법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신 법률 변경사항은 

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 에서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임대주가 퇴거를 위협할 경우 1-855-657-8387 로 전화를 

하시거나 nwjustice.org/apply-online 에서 온라인 도움을 신청하십시오. 

 여기 WashingtonLawHelp.org 에서 링크된 모든 팩트 시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읽어야 합니까?  

예, 현재 거주지가 임대하신 곳이고 임대주로부터 10 일 이내 준수 또는 퇴거 통지를 

받으셨다면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니요, 거주하고 계시는 이동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를 임대하셨다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나의 조립식/이동식 주택 파크 주인으로부터 납부 또는 

퇴거를 요구하는 20 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를 읽고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lang=KO
https://nwjustice.org/apply-online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y-manufacturedmobile-home-park-landlord-just-gave-me-a-20-day-notice-to-comply-or-vacate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y-manufacturedmobile-home-park-landlord-just-gave-me-a-20-day-notice-to-comply-or-va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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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읽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통지서에 대한 설명  

 임대주로부터 이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10 일 이내 퇴거 통지란 무엇입니까?  

임대주가 보낸 경고입니다. 임대주가 귀하께서 임대료 납부가 아닌 중요한(상당한) 

임대 규칙을 파기(위반)했다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유형의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임대주가 귀하께서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는 임대 계약의 중요한(“

중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귀하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규칙 위반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시: 귀하의 임대 계약서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 이상 귀하의 

집에 함께 머물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귀하의 집에 “무단 

점거자”가 있음을 명시한 10 일 이내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10 일 

이내에 집을 무단 점거한 손님을 내보내지 않으면 임대주가 귀하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귀하를 상대로 퇴거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사가 보안관에게 귀하의 퇴거를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시면 임대주는 퇴거 

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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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Housing Authority unit)에 거주하고 있거나 Section 8 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는 또한 귀하께서 정부(보조) 주택 프로그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도 10 일 이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본문에 설명되지 

않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HUD 주택 퇴거 및/또는  

공공주택 퇴거 (주택국 보유 주택) 퇴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주에게 귀하께서 10 일 이내 통지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시한 (이의 제기) 

서신을 보내십시오. 서신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법률 지원을 받아보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10 일 이내 통지는 특정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까?  

임대주(또는 직원이나 다른 성인)가 귀하에게 집에서 통지서를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또한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다른 성인이나 10 대 후반인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는 또한 통지서를 문에 붙여놓을 수도 있으나 

귀하에게 우편으로 해당 사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문자, 음성 메일,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10 일 이내 통지는 올바른 통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통지로는 퇴거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hud-housing-evictions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public-housing-ev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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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가 이 통지만으로 저를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워싱턴주 법률은 임대주가 적절한 법정 퇴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차인을 

퇴거 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임대주는 퇴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귀하에게 올바른 “계약 종료”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0 일 이내 준수 또는 퇴거 

통지서는 계약 종료 통지서의 한 유형입니다.  

임대주는 또한 귀하에게 “소환장” 및 “고소장”이라는 공식 법원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귀하가 임대인 또는 그 변호사에게 답변하도록 요구합니다. 

임대주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 심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서류를 

귀하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법원 서류를 받으신 경우, Eviction Defense Screening Line(퇴거 변호 

심사 전화) 1-855-657-8387 로 문의해주십시오.  

임대주가 이러한 통지서 중 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임대주가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주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년 이내에 10 일 이내 준수 또는 퇴거 통지서를 네 번 받으신 경우, 임대주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에 60 일 이내 계약 종료 통지서를 보내 귀하의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한 통지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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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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