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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투표

www.kingcounty.gov/depts/elections

등록하세요!

이사를 축하드려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것도 잊지 않고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투표

기존 등록자의 경우?
주소를 변경하는 5가지 간단한 방법:
• 유효한 워싱턴주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온라인에서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세입자 핸드북과 함께 들어 있는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 이메일 elections@kingcounty.gov로 성명, 생년월일,
예전 거주지 주소 및 우편 주소, 신규 거주지 주소
및 우편 주소를 보내 주세요.
• 206-296-VOTE(8683)로 전화하세요. 120가지 언어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렌턴에 있는 King County Elections 본부 또는 시애틀에
있는 Voter Registration Annex(유권자 등록 별관)를
내방해 주세요.

주소 변경은 적어도
선거일로부터 29일
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투표 일정을
확인하세요.

신규 등록자의 경우?
유권자 등록을 하는 3가지 방법:
• 유효한 워싱턴주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온라인에서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 세입자 핸드북에 들어 있는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핸드북에 중간에 들어 있는 양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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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턴에 있는 King County Elections 본부 또는 시애틀에 있는 Voter Registration
Annex(유권자 등록 별관)를 내방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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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자신에게 맞는 집을 구하는 일은 과학처럼 정확하게 떨어지는 일이 아니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을 구합니다. 여러 주택 임대 리스트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 주변을 차로 둘러보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 '임대용' 표지판이 걸려 있는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또는 송금을 요구하는 온라인 사기에 주의하세요. 주택을
보기 전에 주택 임차에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사실이라고 믿기에 거래 조건이 너무 좋은
경우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임대 사기는 Federal Trade Commission 웹 사이트
www.consumer.ftc.gov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택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주택이란 지역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세입자 소득 수준과 연관된 주택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저소득 주택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거 관련 비영리 단체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시애틀시의 Oﬃce of Housing(주택 사무소)은 www.seattle.gov/housing/renters/ﬁnd-housing
에서 검색 사이트 목록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주택 옵션을 위한 대기 명단이 있습니다. Seattle Housing Authority(SHA, 시애틀
주택 당국)는 저소득 주택과 '주거 선택 바우처'라고 불리는 임대 보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SHA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attlehousing.org에서 확인하거나 시애틀
시내에 있는 사무실 주소 190 Queen Anne Avenue North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커뮤니티 정보 전화번호 2-1-1로 전화하여 합리적인 주택 제공자 목록을
유선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소방 안전
계단은 안전하게 건축되어야 하고 적절한 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연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상구(출구)로
사용할 출구용 문이나 적당한 크기의 창문이 모든 침실용 방에 있어야
합니다. 더 큰 규모의 다세대 건물에는 더 많은 추가 요건들이 있습니다.
안전

개인적인 선호 이외에도 집을 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애틀은 임대용 주택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안전 및 유지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시애틀시의 주택 및 건물
유지 관리 규정(Housing and Building Maintenance Cod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출입문에는 반드시 자물쇠가 있어야 하며, 문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나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바뀌면 자물쇠도
바꿔야 합니다. 거주자와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적절히 예방하기 위해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공간과 사용
이 카테고리는 주택 공간의 최소 크기와 침실 크기를 다룹니다. 또한 창문,
환풍기, 위생 시설 등과 같은 일조권, 환기 요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침실은 최소 70제곱피트(6.5제곱미터)여야 하고, 거주자가 2명을
초과할 경우 한 명당 50제곱피트(4.6제곱미터)씩 추가되어야 합니다.
구조
건물의 기초, 굴뚝, 지붕과 같은 요소는 안정적이고 튼튼해야 합니다.
건물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습해서는 안 되며, 설치
동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오래된 건물과 주택에서 주의해야 할 기타 일반적인 안전 문제는
벗겨지는 납 페인트와 무른 석면(부스러지는 상태)의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주택의 침실이 지하실 방과 같이 지하에 있는 경우
충분히 큰 창문이나 비상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방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해서도, 침실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설비
모든 주거 공간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난방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실내
난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선 및 가정 기기 등 전기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거 공간에 안전한 조명
장치와 충분한 전기 콘센트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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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록 여부
2014년부터 시애틀의 모든 임대 부동산은 임대 등록 및 점검 법령(Rental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rdinance)에 따라 시애틀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Seattle
Housing Authority에서 소유한 주택 또는 생활 지원 주택 시설과 같이 면허를
받은 시설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을 통해 시애틀시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한 주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5~10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의 주택 등록 여부는 www.seattle.gov/rri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애틀의 공정 주택법
시애틀의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Laws)은 모두가 주택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임대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
•
•
•
•
•
•
•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장애
신념
종교
나이
보복
대체 수입원

•
•
•
•
•
•
•
•

국적
결혼 여부
정치 이념
자녀 유무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인 안내 동물 사용
주거 선택 바우처 또는 기타 보조
프로그램 사용
• 군 지위 또는 재향 군인
• 범죄 경력

임대 주택 광고
주택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 세입자를 임대
목록으로 포함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용한
커플에게 적합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목록은 예를 들어 '자녀
유무 상태'를 기반으로 신청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잠재적인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임대용 주택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광고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절차에서 진행하기 위해 심사에 사용할 기준과 최소
기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가 심사 시 확인하는 모든 정보과 서류를
설명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번역이나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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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 보호
시애틀은 직장에서 받는 봉급 이외의 수입원을 가진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신청자의 수입원이 사회 보장 지원금이나
이혼 수당, 퇴직 수당, 장애 수당 등이라는 이유로 또는 신청자가 주거
선택 바우처와 같은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주택 임대를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소득
대비 임대료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받는 지원금을
반드시 뺀 후에 해당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17페이지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임대인이 신청자를 고려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요소입니다.
• 범죄의 성격 및 심각성
• 유죄 판결의 횟수 및 유형
• 유죄 판결 시 나이
• 양호한 임차 내역 증명
• 유죄 판결 날짜로부터 경과 시간
• 추가 정보
부속 아파트, 뒷마당의 작은 집과 같이 주택 소유자가 사는 건물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러한 심사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주택법을 준수하지 않는 임대 주택 광고를 보시면, 문의
전화 (206) 684-570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주택
시애틀의 공정한 기회 주택 법령(Fair Chance Housing Ordinance) 은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임대 주택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 이들이 마주한
편견과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책을 제공합니다.
임대 주택 광고에서 범죄 경력을 가진 신청자의 임대 주택 신청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범죄 경력으로 신청자를 가려내거나 신청서에
범죄 경력에 대해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 신청자는 성범죄자 등록부를 확인하여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만 이러한 등록부에 있는 신청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성인으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합법적인 거래상 이유가 있는 경우. 정책/방식과 거주자/건물의
안전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2

13

임차 준비하기
임차는 특히 가장 합리적인 주택의 경우 경쟁이 심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임차 준비를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신용 평가 점수와 심사 보고서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숙지합니다. 세입자는 신청서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 평가 보고서는
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자신의 권리를 숙지합니다.
• 신청서를 위해 다음의 정보를 준비해 둡니다.
• 임대인 정보를 포함한 현재 및 이전 주소
• 모든 거주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고용 및 소득 정보 및 증명
• 차량 정보
• 개인 및 주거 관련 증빙 서류
• 반려동물 정보
주택 제공자는 세입자 신청서 심사에 사용하는 기준과 신청서가 거절될 수도
있는 이유를 사전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심사 보고서 사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서 심사에 든 실제 비용만 청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애틀에서는 성인마다
약 25~45달러의 심사 비용이 청구됩니다.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주택 제공자는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통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절 조치’ 통보서라고 불리는 이 통보서는
시애틀시 및 주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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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임대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임대인은 세입자가 고용 이외의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수입을 얻는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임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 중 하나가 소득 대비 임대료이고 세입자의 수입이 기타
수입원 또는 보조금인 경우, 임대인은 계산 시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선착순 심사

선착순 심사 법령(First-in-Time Ordinance)에 따라 임대인은 완료된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임대 계약을 제안해야 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필수 서류 작업 완료 등의 작업에서 주택 보조금을 사용하는 신청자와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사항:
•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신청서에 접수 날짜 및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 시간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신청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입증 가능한 모든
수입원을
추가하여 세입자
총 월 소득을
파악합니다.

월 임대료에서
입증 가능한 모든
보조금을
공제하여 세입자
부담 임대료를
알아냅니다.

월 소득

세입자 부담
임대료를 자신의
비율만큼 곱하여
세입자 필수
소득을
계산합니다.
세입자 필수
소득에서 세입자
총소득을 빼서
자격을
판단합니다.

임대료:
1,200달러

• 신청서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최소 72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서 제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48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난 이후 임대인은 순서대로 다음 신청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회 보장 연금:
400달러

1회 재향 군인
수당: 300달러

자녀 양육: 200
달러
세입자
총소득: 9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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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 군인 지원
보조금: 1,000달러

세입자 부담
임대료: 200달러

3:1 비율로
계산하면, 세입자
필수 소득은 600
달러
재향 군인 지원
보조금: 1,000달러
세입자가 3:1
소득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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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보증금
(점유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
주택 임대를 신청할 때 주택 제공자는 신청서를 심사하는 동안
해당 주택 담보를 위한 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담보 보증금은 한 달 임대료의 25%
입니다. 해당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개보수를 통해 임대 건물에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방 기금을 받지 않는 한
세입자는 합리적인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보수의 예시로는 큰 스쿠터를 보관하기 위해 욕실 출입구를
넓힐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 (206)
684-5700으로 전화하세요.

• 주택 임대 제안을 받았지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담보 보증금을 분명히 잃게 될 것입니다. 신청서가 통과하지
못했거나 해당 주택이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과 연관된 주택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담보 보증금은
첫 번째 달의 임대료 또는 이사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임대
보증금 및 반려동물 보증금).
장애인 안내 동물
주택 공개

장애인 안내 동물은 시애틀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정서적 지원 제공,
동행하는 친구, 치료 동물 등의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주거 규정은 장애인
안내 동물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임차 및 장애 권리
접근성
주택 접근성은 장애를 지닌 세입자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지지 손잡이, 경사로, 휠체어를 위한 더 넓은 폭, 장애인 지정 주차 공간 등이
몇 가지 예시입니다. 장애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 합리적인 편의 제공 또는
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 제공에는 임대 주택을 누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 정책,
방식 또는 서비스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예시로는
주차 정책의 예외 사항을 만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주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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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제공자는 세입자가 장애와 관련하여 안내 동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를 증명할 자격을
갖춘 사람 등 자격이 있는 제3자로부터의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안내 동물은 반려동물로 여기지 않으며, 임대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 금지' 정책은
장애인 안내 동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안내 동물 훈련 또는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제공자는 장애인 안내 동물에 대해 보증금, 수수료 또는
추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세입자는 자신의 안내 동물의 행동과 해당 동물이 임대 주택과
건물에 끼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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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들어가기
이사를 할 때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를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들어가는 단계는 전체 임대 기간 동안의
분위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세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체크리스트는 임대 보증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임대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세입자의 새로운 주택의 현재 상태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 실제 상태와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손상에 대해 세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즉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 체크리스트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해당 주택에 입힌 손상이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임대인은 이사 체크리스트 없이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을 법적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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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

다양한 임대 계약서 유형
월세 임대 계약

?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말 그대로 매달 갱신되는 계약입니다. 시애틀에서
월세 임대 계약을 종료하려면 주택 소유자에게 법적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필수 통보 기간은 구체적인 정당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 사유와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통보
기간은 46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임대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세요. 임대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과금과 같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청구 방식에 주목합니다
•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 방문객, 반려동물, 주차 등에 관한
방침을 이해합니다.
• 임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도움을 구합니다.

월 임대 기간이 끝나기 최소 20일 전 서면 통보와 함께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늦어도 2월 8일까지는
이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유연성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월세 임대 계약에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 계약 조건이 적절한 통보와 함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임대 종료
이러한 유형의 임대 계약은 특정한 종료일이 있으며, 계약 종료 시 이를
갱신할 권리는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날 때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종료에 서명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세입자와 임대인 간 상호 동의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임대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첫 번째 기간

이 세입자 핸드북은 주택 임대를 신청할 때,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또는
핸드북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특정 기간에 대한 임대로 시작되며, 월세 계약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려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세입자는 첫 번째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서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가 없나요?
서면 계약서 없이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를 구두 계약에 의한 월세 세입자로 볼 수
있고 세입자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 계약 아래에서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 정의됩니다. 구두 계약도
합법적인 계약이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 임대 계약이 없이는
본인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

23

이사 비용

분할 지급

시애틀에서 이사 비용을 위해 청구될 수 있는 금액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임대 보증금, 수수료 그리고 반려동물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일반적으로 석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이사 비용(임대
보증금/수수료), 전월 임대료, 반려동물 보증금을 분할 지급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분할 지급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분할 지급은 정해진 날짜에
제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4 Day Pay or Vacate Notice(14일 단위 지급
또는 퇴거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할 지급
일정은 임차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대 보증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한 달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심사(임대 신청 시 신원 조사) 및/또는 청소에 대한 수수료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초반에 청소 수수료가 청구된 경우, 이사를 나갈 때 청소
수수료가 다시 청구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수수료

전월 임대료

• 30일 - 6개월 임차 기간 = 동일한
기간의 네 번의 균등한 분할 지급

• 6개월+ 임차 기간 = 여섯 번의
균등한 월별 분할 지급

• 월세 = 두 번의 균등한 분할 지급

• 60일 - 6개월 임차 기간 = 동일한
기간의 네 번의 균등한 지급

• 전체 수수료는 한 달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 보증금에 대한 최대 청구 금액은 반려동물의 수와
상관없이 한 달 임대료의 25%입니다.

예시:
Tracy는 반려견 한
마리와 함께 사는
1인 가구입니다.
그녀가 이사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한 달에 1,200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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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d와 Fatima는 두 자녀와 함께
사는 4인 가구입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2,200달러입니다.

• 총 비용이 한 달 임대료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수수료 분할 지급 없음
• 반려동물 보증금 = 세 번의 균등한
분할 지급

• 수수료, 위약금, 이자는 분할
지급으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 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14 Day Pay or Vacate
Notic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상호
계약에 따라 지급 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세요.

Tracy의 임대인은 아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수수료 45달러
• 청소 수수료 75달러
• 임대 보증금 1,080달러
• 반려동물 보증금 300달러

임대인은 아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수수료 90달러(45달러 x 2)
• 청소 수수료 130달러
• 임대 보증금 1,980달러

Tracy의 총 이사 비용은 최대 1,500
달러입니다.

이 가족의 총 이사 비용은 최대
2,2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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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계정

Seattle City Light(시애틀 시티 라이트)
Seattle City Light(SCL)는 시애틀시의 전기 계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SCL
에 이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 또는 임대인에게 청구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14일 단위 지급 또는 퇴거 통보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팁: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팁:
음식 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건물에는 음식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위한 별도의 처리함이
있어야 합니다.

팁:
또한 SCL은 계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납부 지원을 합니다. 웹 사이트 www.seattle.gov/light/assistance/를 방문하거나 (206) 684-3000으로 전화합니다.

팁:
누수, 물이 계속 나오는 변기, 및
기타 서비스 문제를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으면 수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Puget Sound Energy
Puget Sound Energy(PSE)는 시애틀시의
천연가스 제공업체입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PSE 웹
사이트에서 고지서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se.com으로
방문하거나 1(888) 225-5773으로
전화해 주세요.

공과금 청구 보호
Seattle Public Utilities(시애틀 공공 서비스)
Seattle Public Utilities(SPU)는 시애틀시의 상수도, 하수, 쓰레기 관련 계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2011년부터 새로운 세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체 계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
공과금 청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바로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제
청구서의 사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에 맞춰 청구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과금은 퇴거 목적을 위해 임대료와 같이 다뤄지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14 Day Pay or Vacate Notice(14일
단위 지급 또는 퇴거 통보)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팁:
화장지 이외의 어떤 것도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지 마세요. 배수구에 기름,
머리카락, 부피가 큰 물질을 버리지 마세요. 막힌 배수구를 뚫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세입자나 세입자와 함께 사는 거주인이 화장지 이외의 다른 것을 변기나
배수구에 버린 경우 임대인은 전체 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기에 잘 내려가는' 물티슈 등 제품의 마케팅 메시지를 믿지 마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정보
SPU는 공공 서비스 계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납부 지원을 합니다. 웹 사이트 www.seattle.gov/utilities를 방문하거나
(206) 684-3000으로 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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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의 제3자 청구 법령 은 세 가구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주 건물에 대한
수도, 하수 처리, 쓰레기 요금 또는 전기 서비스 요금을 임대인이나 청구
회사에 납부하는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필수 청구 정보를 얻지 못했거나
청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먼저 임대인
또는 청구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주소로 위반에 대한 불만
제기를 합니다.
Oﬃce of the Hearing Examiner(청문
심사관 사무실)
Seattle Municipal Tower
700 5th Ave
Suite 4000
Seattle, WA 98104

청구서

250달러

#은행
0000 0000 0000 0000
00/00
사용자명

(206) 684-0521 또는 이메일 Hearing.Examiner@seattle.gov로
청문 심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http://www.seattle.gov/Documents/Departments/HearingExaminer/ResidentialThirdPartyBillingQuestionsandAnsw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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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공과금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공과금 청구서의 일반적인 예시

일부 임대의 경우, 세입자는 공공 서비스 기관 대신 임대인 또는 청구
회사에 공과금(수도세 등)을 납부합니다. 시애틀시의 제3자 청구 법령은
세 가구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주 건물에 대한 수도, 하수 처리, 쓰레기
요금 또는 전기 서비스 요금을 임대인이나 청구 회사에 납부하는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공과금 청구 방식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공과금을 납부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의 공과금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전기: 세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청구서를 받고, 청구액을 SCL로 직접
납부합니다

• 세입자에게 청구서를 보낸 임대인 또는 제3자 청구 대리인의
이름, 회사 주소, 전화번호
• 서비스 청구 및 연체료 등 각 청구 내역에 대한 이유와 항목별
청구 내역(가능한 경우) 및 총 청구액

임대에 가스, 전기, 수도/하수/쓰레기 계정이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 주택 임대

가스: 세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청구서를 받고, 청구액을 PSE로 직접
납부합니다
수도, 하수, 쓰레기: 청구서는 건물 소유자의 이름으로 발급되지만, 청구서 사본은
세입자에게 발송되며 세입자가 청구액을 SPU로 직접 납부합니다.

• 주택에 보조 계량기가 있는 경우(주택마다 계량기가 있음),
현재 그리고 이전 계량기 측정값, 현재 측정 날짜 및 소비량
• 납부 기한, 청구서 연체가 시작되는 날짜, 부과될 수 있는
연체금 또는 벌금액, 연체금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날짜
• 납부 기한이 지난 달러 금액
• 이름, 우편 주소, 청구 문의 및 분쟁을 위한 전화번호,
영업시간 및 가능 날짜, 청구서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절차
• 공과금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때, 임대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계산된 방식과 공동 공간 비용 분배 방식을
설명해야 하고, 청구서 방식과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거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공과금 청구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에 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건물 주택.
전기: 세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청구서를 받고, 청구액을 SCL로 직접
납부합니다
수도, 하수, 쓰레기: 제3자 회사는 건물의 SPU 청구서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 중인 세입자의 수에 비례하여 건물의 각 세대에 청구액을 나눕니다.
세입자가 청구액의 일부를 제3자 회사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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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중
세입자와 임대주는 임대 계약과 시애틀시 규정 및 주 법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대부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모든 당사자가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Department
of Health(보건부)의 곰팡이 관련 정보와 화재 안전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큰 규모의 다세대 건물에는 비상 대피 경로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팁: 세입자는 임대인과 거래 관계에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동으로부터 서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다음의 중요한 지침을
따릅니다.
• 임대 계약서, 이사 체크리스크, 세입자 핸드북 등 중요한 서류를
잘 보관합니다
• 서로를 존중하며 정확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 중요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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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의무 사항

수리
임대 계약서는 비상 상황 및 수리 요청을 위한 연락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늦어진 수리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세입자가 재정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서면으로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수리 요청 내역을 기록하면
임대인에게 요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전화로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도 요청해야 합니다.

• 건물 및 건물 구성 요소 관리
• 신속한 건물 및 시설 수리
• 로비, 계단, 복도 등 공동 공간 관리

임대인은 수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충 관리

• 겨울 동안 수도, 전기, 난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생명 또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 가정용 기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싱크대 또는 욕조에 심각한 배관
문제가 있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 기타 수리 요청의 경우, 10일 이내에 수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연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가동
• 안전한 출입문 자물쇠 및 열쇠 제공
•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및 음식 폐기물 처리함 제공

세입자의 의무 사항

임대인이 요청에 반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리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 (206) 684-5700으로 연락하십시오.
• 전기 또는 물이 없는 등 비상 상황의 경우 조사관이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해당 주택을 조사한 후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할
것입니다

• 납부 기한에 맞춰 임대료 납부 및 임대 계약서 조건 이행
• 위생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임대 주택 유지
• 연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관리

• 이후 조사관은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통지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 임대 주택 내 불법 또는 위험한 행동 금지
• 정숙 시간 준수
• 배관, 전기 및 난방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
•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세입자가 전자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다른 지불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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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제의 경우 조사관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10일 이내
세입자에게 전화하여 주택 위반에 대한 주택 검사 일정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팁:
임대료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기억하세요!

임대인이 요청에 반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이 정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주택 임대인 세입자 법(Residential Landlord Tenant Act) 은 세입자를 위한 수리
및 공제 구제 방법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매우 구체적인 절차로,
임대인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 행위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시애틀시 문의
전화로 불만 사항을 제기하거나 임차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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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거주자 들이기

시애틀 주택 가격은 매우 비싸며, 거주 목적의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구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 거주자를 들이면 주택 가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 거주자를 들이는 일은 복잡할 수
있으며, 같이 사는 것이 순탄하지 않은 경우 이들을 집에서 나가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세요. 임대료를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또한 임대인이 공동 거주자를
퇴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세입자의 거주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
거주자를 들이고자 할 때 임대인과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 거주자와 함께 사는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단계와 일정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공동 거주자를 들인 후 30일 이내에 이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 신청서에 원래
사용된 동일한 심사 기준을 사용하여 새로운 세대 거주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아닌 거주자는 (a) 심사될 수 있으며, (b) 심사에 따라
거주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직계 가족은 (a) 심사될 수 있으며, (b) 거주 불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비용은 임대 계약서 규정 법령(Rental Agreement
Regulation Ordinance, SMC 7.24)과 주 임대인 세입자 법에 따라
허가됩니다.
• 임대인은 가족이 아닌 공동 거주자가 30일 이내 임대 계약을
맺도록 서면 통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 거주자가 30일 이내 임대 계약을 맺지 않으면, 15일 이내로
해당 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총 45일)

공동 거주자로 다음을 들일 수 있습니다.
• 직계 가족
• 가족이 아닌 공동 거주자 한 명
• 공동 거주자의 직계 가족

• 직계 가족은 임대 계약을 맺도록 요구될 수 없으며, 거주 불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이사 비용은 새로 들어온 공동 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서의 모든 기존 계약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한 다른 공동 거주자
• 법적 거주 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준
직계 가족은 대체로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배우자, 동거 파트너, 이전 배우자, 이전 동거 파트너, 결혼 관계에 있는
성인, 형제, 현재 함께 살고 있거나, 함께 살았던 그리고 연인 관계를 가진
또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온 16세 이상의 사람, 부모, 의붓 부모, 조부모, 입양
부모, 후견인, 양부모, 또는 미성년자 보호자 등 부모 자녀 관계를 가진 사람.
"연인 관계"의 정의를 설명하자면, 연애 성격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실제 연인 관계인지 판단할 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계가 지속된 기간, (b) 관계의 성격, 그리고 (c) 당사자 간 상호 작용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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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공한 통보 사항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통보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다른 통보보다 더 시급합니다.
• 임대인의 모든 서면 통보는 중요하며, 즉시 주의를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 통보서를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조치가 필요한 통보서는 일반적으로 통보 내용을 준수하기에 짧은
기간을 제공합니다. 통보 내용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퇴거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통보는 주 및 시애틀시 규정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세입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 통보
• 종료, 중단, 준수 및/또는 퇴거 통보
• 주거 비용(임대료 등) 인상 통보
• 임차 허가 통보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통보서를 이해하거나 세입자 권리에 관한 정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
(206) 684- 5700으로 전화하거나 웹 사이트
www.seattle.gov/rentinginseattle을 방문하세요.
해당 주택이 면제를 받지 않은 한, 임대인이 통보서를 발행하기 전
시애틀시에 임대 주택을 등록했을 것입니다.
통보서 검토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 (206) 684-5700
으로 전화하세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2-1-1로 전화하세요.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통보 유형입니다.

주거 비용 인상에 관한 통보
"주거 비용"은 보관 또는 주차 등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와 월별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사용량에 따른 공과금은 이러한 유형의 통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공과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 세입자에게 직접 공과금을 청구하기 원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 유형의 주거 비용 인상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미 공과금을 납부했지만 예를 들어 다른 회사로
납부해야 하는 등 청구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 약관을
변경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30일 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특정 기간에 대한 임대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은 해당 기간 동안 주거
비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임대 계약에 따라 월세
임대로 지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이때 임대인이 주거 비용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반드시 세입자에게 주거 비용
인상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날짜를 배제하기 위해 임대인은 주거 비용을 인상하기 최소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이를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 통보서에는 세입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 방법에 관한 설명과 웹 사이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애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통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상 통보를 받을 때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상액 납부 시 주거 비용
인상에 대해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 인상은 임대 기간이 시작될 때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월 1일에 납부해야 하고, 임대인이 60일 전 임대료 인상 통보를
1월 5일에 한 경우, 3월 1일까지 최소 60일의 기간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상 비용이 가장 빨리 적용되는 시점은 4월 1일입니다.
• 임대 주택이 임대 등록 및 검사 법령(Rental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rdinance) 에
따라 최소 주거 법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인상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www.seattle.gov/rrio를 방문하여 임대 등록
아래에서 검색하세요. 서면으로 임대인에서 통보해야 하고, 인상이
적용되기 전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로 점검 일정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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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통보
임대 계약을 맺으면,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 조건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월세 임대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 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전 통보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 시 몇 가지 예로는 흡연, 방문객, 반려동물 등과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을 인상하는 변경 사항은 주거 비용
인상 통보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날짜 및 시간이 세입자와 맞지 않고 임대인에게 주택 접근을 허가하고 싶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자신에게 맞는 날짜와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날짜 및 시간에 집에서 가족 행사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거나, 주택 방문 시 자신이 집에 있기를 원해서 직장에서 휴가를
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당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0 Day Notice to
Comply(10일 전 규정 준수 통보서) 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팁:
법률은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명확한 대화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고려하고 주택 방문 이유, 시간,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습니다. 양 당사자가 상호 협력하였음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둡니다.

주택 방문 계획에 관한 통보
임대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적절한 통보 없이 주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수리를 하거나, 점검 또는 세입자 후보 또는
계약자에게 주택을 보여 주기 위해 주택 접근을 요청할 권리를 지닙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다음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
• 서로 동의하거나 필요한 수리 또는 점검을 하려는 경우 최소 2일
전 통보
• 주택을 보여 주려는 경우 최소 1일 전 통보
주택 방문 통보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방문하려는 날짜
• 방문 예상 시간(가장 이른 시간과 가장 늦은 시간)
• 통보서에 적힌 날짜 또는 시간에 주택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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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의 경우 임대인은 통보 없이 세입자의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의 예시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심각한 배관 누수
• 화재
• 경찰의 세입자 상태
확인(임대인이 경찰관의
주택 접근을 허가해야 함)
방기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 방문 통보를 했으나 몇 차례 시도 이후에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방기를 합리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기의 증거는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포함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함
• 세입자가 우편물을 수거하지 않음
• 미납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공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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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통보 또는 퇴거 통보(10일)

폐기물 또는 소란 행위에 관한 중단 통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 계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10일 전 통보서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거나 임대 주택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3일 전 통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에
대한 구제책은 없습니다.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를
나가거나, 퇴거 소송에서 세입자의 입장을 변호해 줄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Seattle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s(시애틀
건물 및 점검부)에 범죄 행위에 대한 통보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이 유형의 통보서의 적합성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흡연 금지 주택/건물에서 흡연
• 반려동물 금지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 정숙 시간에 큰 소음을 내는 경우
통보서에는 임대 계약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보서를 준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10일의 기간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10일 전 통보서를 3번 이상 받으면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는
정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 통보 또는 퇴거 통보(14일)
임대인은 임대료, 공과금 또는 분할 지급이 연체되는 경우 14일 전 통보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청구액만이 해당 유형의 통보서에서 허가됩니다.
미납액을 지불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을 제공합니다.

정당 사유로 인한 임차 종료 통보
시애틀에서 월세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정당 사유가 있습니다. 필수 통보 기간은 정당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 사유 퇴거 법령(Just Cause Eviction Ordinance) 은 '이사 나가기' 섹션의 46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납부 계획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방법을 찾기 위해
임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료 납부에
문제가 있을 때, 지속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임대료 납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2-1-1로 전화하여 도움이 될
만한 리소스 목록을 확인하세요. 임대료 지원 각서를 42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3자로부터 재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시간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에서 임대료 납부 기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보통 임대료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체료는 3일 또는 5일에
평가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부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단지 그때까지 연체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임대료 납부 기한 해당 날짜의 자정 이후
14일 전 통보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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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 각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세입자의 임대료가 연체되어 14일 전 납부 또는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임대인은 제3자로부터 서면 지급
각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제3자는 교회 또는 비영리
단체일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을 당한 세입자는 가해자가 임대 주택에 입힌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 각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각서는 14일 전 통보가 만료되기 전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 세입자는 자신 또는 거주자가 가정 폭력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주택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이 문서에는 Seattle Police Department(시애틀 경찰청), 면허를 갖춘 정신 건강
전문가, 가정 폭력 프로그램 변호사, 성직자, 사회 복지 사업 담당자 등
자격을 갖춘 제3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지급인은 약속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지급인은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임대인에게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급 자체를 통해서 또는 다른 수입원 또는 보조금을 합하여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정보
14일 전 통보가 만료된 후에도 퇴거 법정 절차 때까지 임대인이
지원 각서를 수락해야 하는 추가적인 주 법이 있습니다.
시애틀시에서는 이러한 보호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RCW 59.18.4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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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가기
대부분의 임대 계약서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자 할 때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해당 달이 끝나기 최소 20일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7월 31일에 이사를 나가기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늦어도 7
월 11일까지 세입자로부터 통보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적절한 통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음 달 임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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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인 임대 계약 불이행. 임대 계약서 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최근 12
개월 동안 10일 전 규정 준수 또는 퇴거 통보를 3번 이상 받은 경우.

임대 계약서 종료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 계약서 종료 통보서를 세입자에게 보낸 경우, 해당
통보서를 바로 검토합니다. City of Seattle(시애틀시)로 보낸 통보서는 주 및
시애틀시 규정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통보서 검토 및 시 규정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 (206) 684-570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입자이거나 월세 계약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를 종료하는 정당 사유 를 세입자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로 내놓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90일 전 통보를 해야 하며, 시애틀시 규정에 의해 1
인 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분리된 건물로 정의되는 1인 기족 세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콘도, 아파트, 두 세대용 또는 세 세대용
건물, 연립 주택에 사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 계약 종료를 위해 이 정당
사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이 끝나가는 임대 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방법이 명시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은 이 유형의 임대 계약에 대해 통보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건물에 대한 고용 상태에 따라 주택 거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고용이 종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는 건물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당 사유 퇴거 법령
시애틀의 정당 사유 퇴거 법령(Just Cause Eviction Ordinance) 은 임의의 퇴거를
막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에 중요한 법령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와 월세 임대 계약서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합법적인 이유 또는 정당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 종료 통보라 고
하는 서면 통보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당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기간은 특정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따로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나기 최소 2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대인이 세입자와의 월세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사유입니다.
• 임대료 연체: 14일 전 납부 또는 퇴거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습관적인 임대료 연체. 임대료 연체로 인해 최근 12개월 동안 14일 전
납부 또는 퇴거 통보를 4번 이상 받은 경우.
• 임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대 계약서 규정 준수 또는 퇴거를 위한 10일
전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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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세입자의 주택에 이사를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90일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이
정당 사유를 사용했으나 세입자가 보기에 임대인이나 자격이 있는
임대인의 가족 구성원이 해당 주택에 이사를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의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시애틀시로부터 증명(선서 진술서 서명)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자신의 집의 일부 또는 집에 딸려 있는 별채를 임대했으나 더
이상 세입자에게 임대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대폭 개조하고자 하여
세입자를 영구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이주
증명서를 시애틀시에 신청해야 하고, 이 절차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증명서 요건에는 세입자 자료집 제공 그리고 세입자 소득이 킹 카운티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세입자에 대한 이주 지원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 페이지 www.seattle.gov/rentinginseattle에서 세입자
이주 지원을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철거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폭 개조로 인한 이주와
동일하게 이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건물 용도를 비주거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폭 개조로 인한 이주와 동일하게 이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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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주택을 콘도 또는 코압 공동 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전환 시에는 콘도 아파트 전환 법령(Condominium
Conversion Ordinance) 및 코압 공동 주택 전환 법령(Co-operative Conversion
Ordinance) SMC 22.903.030과 SMC 22.903.035에 따라 임대인 자신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허가된 별채에 대한 주거 기준 위반 통보를 받아서 임대를
종료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 2주 전
2,000달러 또는 두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주 지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불법 주택"으로 불리는 허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위반 통보를 받아서 임대를 종료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 2주 전 2,000달러 또는 두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주 지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법적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 주택에 사는 세입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30일 전 통보와 함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 2
주 전 2,000달러 또는 두 달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주 지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위험한 주택 상태로 인해 세입자 퇴거 및 주택 폐쇄를
시행하라는 긴급 명령을 시애틀시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 요건은
비상 상황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통보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비상 상황이 임대인의 책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세입자는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생활비에 따라 이주 지원비가 조정됩니다.
• 임대인이 건물 내 범죄 행위로 인해 세입자에게 3 Day Notice to Quit(3일 전
중단 통보) 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종료 통보서에 해당 범죄와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시애틀시에 통보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세입자의 정당 사유 권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당 권리를
철회하려는 모든 임대 계약은 시행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 임대
주택의 월세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는 정당 사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정당 사유를 사용했지만, 이후 해당
주택에 이사를 들어가지 않거나, 매매 매물로 내놓지 않는 등 해당 정당
사유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는 정당 사유 퇴거 법령(Just Cause Eviction
Ordinance)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입자는 Small Claims Court(소액 사건 법원)에 2,000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 종료 통보는 특정 표현과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경우,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 (206) 684-5700
으로 전화하여 해당 통보서가 적절한 통보서인지
판단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퇴거
겨울철 퇴거에 대한 증서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취약한 세입자가 가장 추운
겨울철 기간 동안 집 없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합니다. 12월
1일~3월 1일 사이 중위 소득 가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증서를
보호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시애틀시 내에서 소유한 임대 주택이 네 채 미만인 경우.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해당 임대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가 해당 임대 주택을 팔고자 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가 시애틀시에 의해 해당 주택 임대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 약물 관련 또는 범죄 활동
• 불법 비즈니스 또는 다른 세입자나 임대인의 안전과 건강에 즉시 위협을
줄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행위
임대 지원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2-1-1로 전화하여 자금 및 기타 리소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종합 참조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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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반납

?

퇴거
통보

불법 점유 퇴거
퇴거 또는 불법 점유는 임대인이 임대 주택에 대한 자신의 점유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불법 점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자를 퇴거하려고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자물쇠를 바꾸고 세입자의 소유물을 치워 버린다거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법원 절차가 시작되기 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통보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보서를 통해 정당 사유로 인한 임대 계약 종료를 시도하거나, 임대
연체료 징수, 임대 계약 규정 시행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 유형은
36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유효한 통보서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퇴거 소송인 불법 점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소환장 및 고소장"이라고 부르는 법원 서류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 법원 서류에서 임대인은 법원에 "불법
점유" 소송으로 세입자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 이유를 명시합니다. "소환장
및 고소장"을 받은 이후 즉시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의 답변 기한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자동으로 퇴거될
수도 있습니다. 2-1-1 커뮤니티 정보 전화번호로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Housing Justice Project 웹 사이트 www.kcba.org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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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갈 때 세입자는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의 일반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처음에 주택을 임대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의 일반적인 마모는 일상 사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일반 마모의 예시로는 바래진
페인트, 리놀륨의 긁힌 자국, 카펫 마모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손상은
일반적으로 부주의, 오남용, 또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납니다. 손상의
예시로는 벽에 생긴 구멍, 깨진 창문, 표면이 불에 탄 자국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주택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왔을 때 양 당사자가 서명했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이러한 설명이 유용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돌려줄 때 청결도 등 해당 주택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올 때 청소 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사를 나갈
때는 세입자에게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납 공과금이 있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해당 청구액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기 전 21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증금의 일부가 공제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의 모든 소유물을 돌려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모든 열쇠를 반납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 견적을 내거나 마지막 공과금 청구서를 수령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21일 기간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임대인은 손상에 대한 공제액을 계산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 후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상에 대한 비용을 평가할 때 바닥재, 가전
기기 등의 연식, 상태, 잔존 유효 수명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에게 정확한 우편 주소를 제공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정확한 우편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마지막으로 알려 준
우편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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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맺음말
집은 안정감과 삶의 질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규정 및 공정
주택법은 자신의 집에서 조용하게 보낼 자격이 있는 세입자의
안전하고 바람직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임대인과 우호적인 거래 관계를 가지면 임대 계약서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 안내 그리고
심지어 개입을 요청할 사유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Renting in Seattle
문의 전화 (206) 684-5700은 세입자가 정보를 구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원
리소스입니다.
시애틀시는 세입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세입자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회의 조직을 만들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회의를 여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 주거 권리 행사에 대한 임대인의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러한 보복은 벌금, 처벌 및/또는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입자 핸드북이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입자
권리와 책임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임대 경험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주택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자격이 있습니다.

접근성 18페이지

체크리스트

거절 조치 14페이지

이사 들어가기 21페이지

광고 11~13페이지

보증금 반납 51페이지

합리적인 주택 7페이지
신청서
임대 주택 광고 11페이지

청소
이사 비용 24페이지
보증금 반납 51페이지

공정한 기회 주택 12 페이지

공동 공간 32페이지

임차 준비하기 14페이지

범죄 경력 12~13페이지

선착순 심사 16페이지

장애

소득 대비 임대료 17페이지

수입원 보호 11~12페이지

담보 보증금 18페이지

접근성 18페이지

장애인 안내 동물 19페이지

장애인 안내 동물 19페이지

공동 거주자 들이기 35페이지

퇴거

석면 9페이지

정당 사유 41, 46~49페이지

신원 조사

겨울철 퇴거 49페이지

공정한 기회 주택 12페이지

불법 점유 50페이지

심사 보고서 24페이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최소 기준 9페이지
임대인/세입자 의무 사항 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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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주택
차별 11페이지
장애인 안내 동물 19페이지
수수료

최소 기준 8~9페이지

합리적인 개보수 18페이지

월세 임대 계약

영수증

보고서 11~14페이지

임대 계약서 유형 23페이지

점유권 확보를 위한 담보 보증금 18페이지

선착순 심사 16페이지

임대인이 제공한 통보 사항 37~41페이지

임대인/세입자 의무 사항 33페이지

점유권 확보를 위한 담보 보증금 18페이지

이사 비용 24~25페이지

이사 나가기 44페이지

연체료 28, 40페이지

정당 사유 퇴거 46~49페이지

선착순 심사 16페이지

심사

이사 비용

임대 계약서
세입자 핸드북 3페이지
선착순 심사 16페이지

수수료 24페이지
공동 거주자 들이기 35페이지
Seattle City Light 26페이지

제한 24페이지

점유권 확보를 위한 담보 보증금 18페이지 Seattle Housing Authority (SHA)

청구 26~29페이지

분할 지급 25페이지

이사 들어가기 21페이지

합리적인 주택 6페이지

임대인/세입자 의무 사항 32페이지

공동 거주자 들이기 35페이지

유형 22~23페이지

주택 등록 여부 10페이지

통보서 36~41페이지

공과금 청구서 26~27페이지

Seattle Public Utilities 26페이지

임대인/세입자 의무 사항 30~33페이지

임대 보증금

쓰레기

담보 보증금 18 페이지
주택 건물 및 유지 관리 규정(HBMC)
- 최소 기준 확인
주거 선택 바우처

점유
최소 기준 10페이지

임대인이 제공한 통보 사항 37~41페이지

점유권 확보를 위한 담보 보증금 18페이지

공동 거주자 들이기 34~35페이지

정당 사유 퇴거 44~49페이지

이사 체크리스트 21페이지

불법 점유 50페이지

이사 비용 24페이지

시애틀 주택 당국 6페이지

해충 32페이지

차별 11페이지

반려동물 보증금 24~25페이지

수입원 보호 12페이지

Puget Sound Energy 27페이지

요건 10페이지

합리적인 편의 제공

주거 비용 인상 37페이지

소득 대비 임대료

임대 신청

분할 지급 25페이지
반납 51페이지
장애인 안내 동물 19페이지

수입원 보호 12페이지

임대 주택 광고 11페이지

계산 17페이지

접근성 18페이지

임대인/세입자 의무 사항 32~33페이지

최소 기준 9페이지

장애인 안내 동물 19페이지

주택 방문 통보 38페이지

임대인/세입자 의무 사항 32페이지

분할 지급 25페이지
임대인 의무 사항 32페이지

수리

권리

연기 감지기

수입원 보호 12페이지

납 페인트 9페이지

세입자 핸드북 5페이지

제3자 청구 27~28페이지

임대

세입자 조직 52페이지

공과금 26~29페이지

- 임대 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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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206) 684-5700
www.seattle.gov/rentinginse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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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Use this form to register to vote
or update your current registration.
Print all information clearly using
black or blue pen. Mail this completed
form to your county elections office
(address on back).

Deadline
This registration will be in effect for the
next election if postmarked no later than
the Monday four weeks before Election Day.
Voting
You will receive your ballot in the mail.
Contact your county elections office for
accessible voting options.
Public Information
Your name, address, gender, and date of
birth will be public information.
Notice
Knowingly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bout yourself or your qualifications
for voter registration is a class C felony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up to
5 years, a fine of up to $10,000, or both.
Public Benefits Offices
If you received this form from a public
benefits office, where you received the
form will remain confidential and will be
used for voter registration purposes only.
Registering or declining to register will
not affect the assistance provided to
you by any public benefits office. If you
decline to register, your decision will
remain confidential.
If you believe someone interfered with
your right to register, or your right to
privacy in deciding whether to register,
you may file a complaint with the
Washington State Elections Division.

Contact Information
If you would like help with this form, contact
the Washington State Elections Division.
web
www.vote.wa.gov
call
(800) 448-4881
email elections@sos.wa.gov
mail
PO Box 40229
Olympia, WA 98504-0229

For official use:

Fold and seal, or use an envelope

middle

apt #

Washington State Voter Registration Form
Personal Information

last

mailing address, if different
city		
phone number (optional) 	   email address (optional)
Qualifications
no   I am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 you answer no, do not complete this form.
yes
no

I will be at least 18 years old by the next election.

yes

no

I live outside the United States.

Includes National Guard and Reserves,
and spouses or dependents away from home due to service.

no   I am currently serving in the military.

Military / Overseas Status
yes

yes

xx x-x x-

Identification — Washington Driver License, Permit, or ID

If you do not have a Washington driver license,
permit, or ID, you may use the last four digits of
your Social Security number to register.

Change of Name or Address

suffix
gender

former last name

city

first

state and ZIP

middle

Declaration

former residential address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to update your current registration, if applicable.

state and ZIP

city		 ZIP

residential address in Washington		

date of birth (mm/dd/yyyy)

first

Register online at www.myvote.wa.gov.

1

2

3

4

5

6

fold in half

date
here

I declare that the facts on this voter registration form are true. I am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 will have lived at this address in Washington for at least thirty days immediately before the next
election at which I vote, I will be at least 18 years old when I vote, I am not disqualified from voting
due to a court order, and I am not under Department of Corrections supervision for a
Washington felony conviction.

sign
here

2 / 2016

return address:
PO Box 40229, Olympia, WA 98504-0229
Clallam County
223 E 4th St, Ste 1
Port Angeles, WA 98362
(360) 417-2221

Chelan County
350 Orondo Ave Ste. 306
Wenatchee, WA 98801-2885
(509) 667-6808

Benton County
PO Box 470
Prosser, WA 99350
(509) 736-3085

Asotin County
PO Box 129
Asotin, WA 99402
(509) 243-2084

Adams County
210 W Broadway, Ste 200
Ritzville, WA 99169
(509) 659-3249

Grays Harbor County
100 W Broadway, Ste 2
Montesano, WA 98563
(360) 964-1556

Grant County
PO Box 37
Ephrata, WA 98823
(509) 754-2011ext. 2793

Garfield County
PO Box 278
Pomeroy, WA 99347-0278
(509) 843-1411

Franklin County
PO Box 1451
Pasco, WA 99301
(509) 545-3538

Ferry County
350 E Delaware Ave, Ste 2
Republic, WA 99166
(509) 775-5200

Douglas County
PO Box 456
Waterville, WA 98858
(509) 745-8527 ext 6407

Mason County
PO Box 400
Shelton, WA 98584
(360) 427-9670 ext 469

Lincoln County
PO Box 28
Davenport, WA 99122-0028
(509) 725-4971

Lewis County
PO Box 29
Chehalis, WA 98532-0029
(360) 740-1278

Klickitat County
205 S Columbus, Stop 2
Goldendale, WA 98620
(509) 773- 4001

Kittitas County
205 W 5th Ave, Ste 105
Ellensburg, WA 98926-2891
(509) 962-7503

Kitsap County
614 Division St, MS 31
Port Orchard, WA 98366
(360) 337-7128

King County
919 SW Grady Way
Renton, WA 98057
(206) 296-8683

Spokane County
1033 W Gardner Ave
Spokane, WA 99260
(509) 477-2320

Snohomish County
3000 Rockefeller Ave, MS 505
Everett, WA 98201-4060
(425) 388-3444

Skamania County
PO Box 790, Elections Dept
Stevenson, WA 98648-0790
(509) 427-3730

Skagit County
PO Box 1306
Mount Vernon, WA 98273-1306
(360) 416-1702

San Juan County
PO Box 638
Friday Harbor, WA 98250-0638
(360) 378-3357

Pierce County
2501 S 35th St, Ste C
Tacoma, WA 98409
(253) 798-VOTE

Pend Oreille County
PO Box 5015
Newport, WA 99156
(509) 447-6472

Pacific County
PO Box 97
South Bend, WA 98586-0097
(360) 875-9317

WA State Elections Division
PO Box 40229
Olympia, WA 98504-0229
(800) 448-4881

Yakima County
PO Box 12570
Yakima, WA 98909-2570
(509) 574-1340

Whitman County
PO Box 191
Colfax, WA 99111
(509) 397-5284

Whatcom County
PO Box 369
Bellingham, WA 98227-0369
(360) 778-5102

Walla Walla County
PO Box 2176
Walla Walla, WA 99362-0356
(509) 524-2530

Wahkiakum County
PO Box 543
Cathlamet, WA 98612
(360) 795-3219

Thurston County
2000 Lakeridge Dr SW
Olympia, WA 98502-6090
(360) 786-5408

Stevens County
215 S Oak St, Rm 106
Colville, WA 99114-2836
(509) 684-7514

first class
postage
required

Clark County
PO Box 8815
Vancouver, WA 98666-8815
(360) 397-2345

Island County
PO Box 1410
Coupeville, WA 98239
(360) 679-7366

Okanogan County
PO Box 1010
Okanogan, WA 98840-1010
(509) 422-7240

PO Box 40229
Olympia, WA 98504-0229

Columbia County
341 E Main St, Ste 3
Dayton, WA 99328
(509) 382- 4541

Jefferson County
PO Box 563
Port Townsend, WA 98368-0563
(360) 385-9119

Please write your county elections office address below:

Cowlitz County
207 4th Ave N, Rm 107
Kelso, WA 98626-4124
(360) 577-3005

fold in half

fold in ha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