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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14일 이내 집세 지급 또는 

퇴거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문서는 Washington 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됩니다. 

 퇴거법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최신 법률 변경사항은 

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는 법원에서 강제 퇴거 절차를 실행하기 이전에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1-855-657-8387로 강제 퇴거 변호 선별(Eviction 

Defense Screening) 라인에 전화하시거나 nwjustice.org/apply-online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링크된 모든 사실 보고서는 WashingtonLawHelp.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Washington 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통지문을 읽어야 합니까?  

예, 현재 거주하시는 장소를 임대하고 있고 집세가 밀렸으므로 14일 이내에 밀린 

집세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는 의미인 14일 이내 집세 지급 또는 퇴거 

통지문을 받으신 경우.  

아니요, 이동식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토지만 임대하신 경우. 이 경우에는 

제조 주택/이동식 주택 파크 주인이 14일 이내 임대료 지급 또는 퇴거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를 읽으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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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day-notice-to-pay-or-vacate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my-manufacturedmobile-home-park-landlord-just-gave-me-a-14-day-notice-to-pay-or-va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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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A. 통지문의 의미에 관한 설명  

B. 집주인으로부터 이 통지문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C.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 

14일 이내 집세 지급 또는 퇴거 통지문이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보낸 경고입니다. 집세가 밀렸고/또는 집주인과 함께 작성한 보증금 분할 

지급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이러한 형태의 통지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문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세입자는 14일 기한까지 채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채무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집주인은 밀린 집세를 이유로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하기 

이전에 세입자에게 합당한 집세 상환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거주 카운티의 강제 퇴거 해결 프로그램(ERP)에 관한 알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주 카운티에 ERP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resolutionwa.org/erpp-status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WashingtonLawHelp.org의 강제 퇴거 도움말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각 카운티에서 제공되는 집세 지원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통지문은 특정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까?  

예. 집주인(또는 집주인의 직원이나 기타 성인)은 그러한 통지문을 세입자의 집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전해줌으로써 "직접 송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https://www.resolutionwa.org/erpp-status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lang=KO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eviction?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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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다른 성인이나 성년에 가까운 십대 청소년에게 

통지문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통지문을 세입자의 출입문에 붙여놓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우편으로 사본을 또한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문을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저를 강제 퇴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Washington 주법에 따라 집주인은 적절한 법원의 퇴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세입자를 강제 퇴거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강제 퇴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적절한 “계약 취소” 통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14일 이내 집세 지급 또는 

퇴거 통지문은 계약 취소 통보의 한 가지 형식입니다.  

세입자가 14일이 지난 후에도 해당 장소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여전히 집세가 밀려 있다고 믿는다면, 집주인은 강제 퇴거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강제 퇴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안관에게 세입자의 퇴거를 지시하는 

명령서에 판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관만이 정식으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거나 임대 물건에 자물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밀린 집세가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제 퇴거 소송에 맞서 싸우고자 하신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주십시오. 

세입자는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는 

밀린 집세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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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러한 사항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 정보를 

참조해주십시오. 

 법원 심리 또는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 을 읽고 법정에서 강제 퇴거 

소송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숙지합니다.  

집세를 지원받을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카운티별 집세 지원 제공자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merce.wa.gov/housing-assistance  

 Washington 주 이민자 연대 네트워크(WAISN) 또한 리소스 검색 페이지에서 

집세 지원 제공자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aisn.herokuapp.com/app. 

 2-1-1에 연락하거나 wa211.org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Washington 주 보건사회부(DSHS)는 자격에 해당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WashingtonConnection.org 을 

방문하시거나 (877) 501-2233으로 DSHS 고객 서비스 연락 센터(Customer 

Service Contact Center)에 전화해주십시오.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액션 에이전시(Community Action Agency)를 

검색하시려면 WApartnership.org 를 방문해주십시오.  

https://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basic-tips-on-how-to-prepare-for-a-court-hear?ref=M2iit
http://www.commerce.wa.gov/housing-assistance
http://www.waisn.herokuapp.com/app
https://wa211.org/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home/
https://wapartnership.org/


 
6353KR “14-day notice” (Korean) | 2022년 3월 

 

 

페이지 5 
 

법적 도움받기 

 퇴거당할 위기에 직면해있으신가요? 1-855-657-8387로 연락하세요. 

 CLEAR*Onlin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nwjustice.org/apply-online  

 주택 압류에 직면해있으신가요? 1-800-606-4819로 연락하세요. 

 King County 내부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해있으신가요(퇴거 또는 주택 압류 

이외)? 평일 오전 8:00~오후 6:00 사이에 2-1-1(또는 무료 전화 1-877-211-

9274)로 연락해주십시오. 담당자가 법적 조언 제공자에게 연결해드릴 

것입니다. 

 King County 외부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해있으신가요(퇴거 또는 주택 압류 

이외)? 평일 오전 9:15~오후 12:15 사이에 1-888-201-1014로 CLEAR 

핫라인에 연락하시거나 nwjustice.org/apply-online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십시오.  

 King County 외부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한 노인(만 60세 이상)분들은 1-888-

387-7111로 CLEAR*Sr에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청력이 약하신 분 또는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은 원하시는 연결 

서비스를 사용하여 위의 번호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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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