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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지주-거주인 법

지주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

빌딩 주인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보안이 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거주공간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유지, 일반 
지역은 적절히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

•   벌레, 설치류 및 다른 해충 통제;

•   구조물(지붕, 벽, 토대)과 유닛을 비바람에 견디게 
유지;

•   주인이 제공하는 전기, 하수, 보온 및 다른 장비들과 
장치들을 유지;

•   적절한 쓰레기통을 제공하고 쓰레기 수거를  
조정;

•   거주 유닛의 보온을 책임질 때, 낮(아침 7:00부터 
오후 10:30)의 온도를 화씨 68℉(20℃) 이상, 밤의 
온도를 화씨 58도 이상으로 구월부터 유월까지 유지;

•   장 기 거 주  거 처 에 선  거 주 인 이  바 뀔  때 마 다 
자물쇠장치와 열쇠를 바꾸고 유닛, 빌딩 입구 문 
열쇠를 거주인에 제공;

•   화재 경보기 설치하기 및 거주인에게 경보기 유지와 
작동법 알리기. 

주인은 거주기간이 끝날 때마다, 새 카페트 깔기 또는 
새 페인트 칠하기 같은 외관상 수리를 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거주인이 지켜야 할 사향들

거주인은 임대 집을 안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   쓰레기를 바르게 버림;

•   전기 및 하수 설비를 주의하여 사용;

•   거주인 및 손님에 의한 손상을 신속히 수리;

•   주인이 유지, 수리 및 해충 통제의 합당한 이유로 
출입하는 것을 허락;

•  화재경보기가 잘 작동하도록 유지; 그리고

•   거주공간에 위험한 물건을 저장하지 않음.

JUST CAUSE EVICTION ORDINANCE 
(정당한 퇴거사유 법령)

이 법령은 지주가 월별 임대를 종료하려면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시애틀 거주인이 
이사 나가도록 요구되는 유일한 사유들을 명시하며, 
주인이 임대종료 통보를 할 때 임대를 만료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부동산이 시애틀 
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주는 
거주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 다르게 통보되지 않은 
이상, 주인은 적어도 다음 임대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임대종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합당한 사유들은 
다음과 같다:

시애틀 지주-거주인 법    

지주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 1
거주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 1
Just Cause Eviction Ordinance..................................... 1
위협 및 보복으로 간주되는 행위들................................... 3
Rental Agreement Regulartion Ordinance................... 4 

거주인과 지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 법령들........... 7

워싱턴 주 규정
모든 거주인의 권리........................................................... 8
임대 계약의 종류............................................................... 8
불법 차별........................................................................... 8
책임................................................................................... 9
임대 계약에서의 불법 규정............................................... 9
프라이버시-지주의 임대 집 출입..................................... 9
예치금 및 다른 요금.......................................................... 9
지주의 책임....................................................................... 9
거주인의 책임................................................................... 10
거주인 또는 지주의 협박행위........................................... 10
월별계약 변경하기............................................................ 10
리스 변경하기................................................................... 10
수리는 어떻게................................................................... 11
불법적인 지주의 행위........................................................11
계약 종료...........................................................................12
예치금 반환.......................................................................12
퇴거...................................................................................12
포기...................................................................................13
영수증................................................................................15
문서 사본...........................................................................15
유권자 등록........................................................................15

목차

거주인을 위한 정보
번역

이  문 서 의  복 사 본 을  암 하 라 어 ,  캄 보 디 아 어 ,  중 국 어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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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지 

3일 안에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2. 주인이 12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를 적어도 4번 이상 

서면으로 거주인에게 통보했을 때.

3. 계약을 지키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지  

10일 안에 리스 또는 임대 계약의 구체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4. 거주인이 지시에 따르던가 이사하라는 통보 10일 

내에 Washington State 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워싱턴주 주거용 임대주-세입자 법)하에 

요구되는 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5. 임대 기간 또는 임대 계약기간 만료에 10일 안에 

응하도록 주인이 12개월의 기간 동안 적어도 3차례  

거주인에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

6. 거 주 인 이  임 대 유 닛 을  심 하 게  손 상 시 키 고 

(황폐화), 이웃에 폐를 끼치거나(마약에 관계된 

행위를 포함), 불법 사업을 벌이고,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지 3일 안에 집을 비우지 않을 때.

7. 거주인이 빌딩 또는 집안, 또는 빌딩이나 집안에 

아주 근접한 구역에 범법행위에 참여할 때.  

범법행위로 간주되는 행동은 다른 거주인이나 

주인의 건물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야 

한다; 불법 마약 관련 행위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이 이유를 드는 주인은 

그 주장을 지지하는 사실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SDCI Property Owner Tenant Assistance(POTA, 

부동산 주인 거주인 보조) 유닛에 임대 종료 

통보서의 복사본을 보내야 한다.

8. 주인이 개인적으로 집을 쓰기 원할 때, 주인의 

직계가족이 집을 쓰게 될 때, 건물 안 동일한 

다른 집이 비어 있거나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거주인에게 임대 기간 종료에 앞서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때. 직계가족은 주인의 

배우자 또는 가정 파트너, 부모, 조부모, 자녀, 

주인이나 주인 배우자 및 가정 파트너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주인이 이 이유를 들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주인이 믿을 때 SDCI는 부동산 주인이 

가족 일원이 집을 사용하게 할 것이라는 의향 

증명서에 서명하게 할 수 있다. 거주인이 집을 비운 

후 90일간 연속 60일을 지정된 사람이 집을 쓰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반증될 수 

있다. 이 이유로 임대가 만료되는 거주인은 주인이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느낄 때 사적 

소송권리가 있다.

9. 주인이 주인 또는 주인의 에이전트와 같은 주택 

유닛에 사는 거주인을 임대종료하기 원하거나; 또는 

주인이 쓰는 집 안의 허가된 accessory dwelling 
unit(ADU, 부대시설 주거 유닛)에 사는 거주인과 

집을 더이상 공동으로 쓰고 싶지 않은 경우.

10. 거주인이 부동산 내의 고용을 조건으로 머물고 

있었고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11. 주인이 대거 복구공사를 계획하고 이에 요구되는 

허가서와 거주자 이주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이 

이유로 임대가 만료되는 거주인은 주인이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느낄 때 사적 

소송권리가 있다.

12. 주인이 건물을 콘도미니엄 또는 조합식 주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13. 주 인 이  건 물 을  부 수 거 나  비  거 주 지  용 도 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허가서와 거주인 이주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14. 주인이 일가구 주택(콘도미니엄 유닛은 제외)으로 

매매하기를 원하고 적어도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60
일 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거주인이 집을 비운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인은 토지를 적정가격에 

신문에 광고하거나 부동산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SDCI가 고발을 받으면, 토지 주인은 집을 파는 

의도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유닛이 

매매 리스트에 오르지 않거나 매매광고 되지 않고, 

매매 시장에서 제외되거나 거주인이 떠난 후 90
일 내에 다시 임대되면, 법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반증될 수 있다. 이 이유로 임대가 

만료되는 거주인은 주인이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느낄 때 사적 소송권리가 있다.

15. 주인이 위반 통지서를 받은 후, 대지 이용 법령이 

허가하지 않는 유닛의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 

주인은 이사해야 하는 거주인에게 이주 보조 

비용을 지불하여 위반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 거주인의 이주 보조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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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16. 주인이 대지이용 법령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거주 

유닛을 공용하는 거주인의 수를 줄여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거주 유닛에 가족관계가 아니면 8명 

이상이 살 수 없다).

17. 주인이 대지 이용 코드 위반 통지를 받은 후 

ADU의 개발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허가된 AUD
가 있는 집에서 거주인을 퇴거시켜야 할 때.  

(위반사항이 주인이 집에서 나가고 두 유닛을 임대 

했을 경우에는, 주인이 한 유닛을 다시 사용하거나 

없애야 한다.) 주인은 퇴거되는 거주인에게 

저소득층은 2000달러, 그 외의 경우에는 2개월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주 보조비로 지불해야 한다. 

SDCI는 ADU의 용도를 중단하는 의도 증명서에 

토지주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8. SDCI가 토지를 비우도록 긴급 명령을 내렸는데, 

거주인이 명령서에 적힌 기한 내에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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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된 이유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인이 
다음의 이유로 거주인을 임대종료 하는 경우 (1) 
일가구 주택으로 매매할 계획인 경우, (2) 주인 또는 
가족 일원이 입주하려 하는 경우, (3) 큰 규모의 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4)거주인 숫자를 8명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 또는 (5)위반 통보를 받고 주인이 ADU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종료의 이유로 진술된 
이유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인은 시 집행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거주인의 사적 소송권리: 주인이 다음의 이유로 
거주인을 임대종료 하는 경우 (1) 일가구 주택으로 
매매할 계획인 경우, (2) 주인 또는 가족 일원이 
입주하려 하는 경우, (3) 큰 규모의 공사를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주인이 임대종료의 이유로 진술된 
이유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주인은 주인을 고소해 
3000달러에 한하는 금액, 비용,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Just  Cause Evict ion Ordinance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SDCI에 (206) 615-0808번으로 
연락하거나 시애틀 웹 사이트 www.seattle.gov/sdci 에 
방문하십시오.

위협 또는 보복으로 간주되는 행위들 

시 법은 거주인 또는 지주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한다. 

지주가 다음과 같이 거주인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금한다:

1. 유닛문의 자물쇠 바꾸거나 변경하기;

2. 문, 창문, 퓨즈 통, 또는 다른 고정물 제거하기;

3. 주인이 제공하는 가스, 전기, 물, 또는 다른 설비  
끊기;

4. 법적 퇴거 절차를 밟지 않고 거주인을 주거공간에서 
퇴거시키기;

5. 거주인이 법령 위반사항을 SDCI, 또는 경찰에 
보고하거나 빌딩에 사는 동안 법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퇴거, 임대료 올리기 또는 거주인 협박하기;  

6. 거주인의 유닛에 진입하기. 비상시, 또는 진입 
통보를 최소 이틀 전에 한 때는 제외, 또는 유닛을 
사거나 거주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하루 전에 통보하였을 때는 제외; 또는.

7. 거 주 인 ,  또 는  거 주 인 이  동 반 한  거 주 인  지 정 
에이전트가 빌딩에서 정보지를 나눠주는 것, 빌딩 
규칙에 따라서 안내판에 정보를 붙이는 것, 다른 
거주인과 접촉, 또는 거주인들이 커뮤니티 룸 또는 
일반 공동장소에서 집회하는 것을 돕는 것을 금지.

8. 사전 서면 통지 없이 월간 주택 관련 비용을 
인상하기. 인상이 10% 이내일 경우 30일 이내, 
임대료 인상이 10%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

9. 주택 시설이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별 주택 관련 비용을 인상하기.

거주인이 위반사항을 SDCI 또는 시애틀 경찰국에 

보고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감사 시행과 같은 정부 

기관 조치 이후 90일 이내에 이러한 행동을 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법은 지주가 보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경우 지주는 보복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반증해야 
한다

1. 유닛문의 자물쇠를 바꾸거나 추가하기.

2. 주인이 제공하는 고정물, 가구, 또는 서비스를 

제거하기.

3. 의도적으로 빌딩을 손상하기.

자세한 정보 또는 불만사항 제기를 원하시는 경우, 

SDCI에 (206) 615-0808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거주자의 정의

거주자란, Tenant Relocation Assistance Ordinance  
(거주자 이주 보조 법령)의 예외 사항을 포함,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건물 또는 부지를 점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이는 임시 숙박시설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 임대차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주택 관련 비용의 정의

주택 관련 비용은 거주인이 지주에 지급하는 임대료 및 

창고, 주차 또는 공공요금과 같은 기타 정기 또는 월간 

요금을 포함한다.

주택 관련 비용의 인상

시 애 틀  시 에 서  지 주 는  거 주 인 에 게  주 택  관 련  
비용(임대료, 주차, 창고 및 기타 임대 관련 요금) 

인상률이 10% 미만일 경우 30일 이내에 사전 서면 

통지해야 하며, 인상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 
기간 시작일 이후, 보통 월초를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는 거주인이 본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지주는 Residential Rental Inspection Program(거주 
임대 검사 프로그램)의 최소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시설에 대한 주택 관련 비용을 인상할 수 
없다. (http://www.seattle.gov/dpd/cs/groups/pan/@pan/
documents/web_informational/s048492.pdf)

임대 소유지가 철거되고 원상태로 복구되며 사용 

유형이 변경되거나 사용 제한이 제거되는 곳의 토지 

소유자 및 개발자는 Tenant Relocation License(거주인 

이주 허가증) 신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관련 

비용을 인상할 수 없다. (http://www.seattle.gov/dpd/
codesrules/commonquestions/tenantrelocation/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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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AGREEMENT REGULATION 
ORDINANCE(임대 계약 규정 법령)

Rental Agreement Regulation Ordinance (SMC  
(Seattle Municipal code, 시애틀 지방자치 법령) 제7.24
장)에서는 거주용 임대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주는 12개월 이내에 주택 관련 

비용을 10% 이상 인상하려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하며, 거주인이 1개월 이상의 최소 기간 거주해야 

하는 월별 임대 계약 또는 예치금 손실 또는 기타 벌금

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입주 시 거주인에게 부

과되는 예치금 및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 및 입주 비용

을 제한하고, 거주인이 예치금 및 애완동물 피해 예치

금, 입주 비용 및 마지막 달 임대료 할부 지급을 허용하

고, 지주가 주 법을 준수하여 예치금을 수령 및 반환해

야 하며, 시애틀에서 정한 주 및 지방 지주-거주인 법

률의 요약문을모든 예비 거주인, 입주한 거주인 및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거주인에게 배포해야 한다. 지주는 이 

법령에서 정하는 거주인의 권한을 실행하거나 그런 시

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인 또는 예비 거주인에게 보

복할 수 없다. Seattle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s는 Code Compliance Division(법률준수부

서) (206) 615-0808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다음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seattle.gov/dpd/codesrules/
commonquestions/rentalhousingproblems/default.htm 

임대료 인상

시애틀 시는 임대료를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Rental Agreement Regulation Ordinance에

서 따르면 주 법률을 준수하여 지주는 12개월 이내에  

주택 관련 비용을 10% 이상 인상하려면 최소 60일 전

에, 10% 미만은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

다. 이 통보는 거주인이 거주인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할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주택 관련 비용에는 임대료, 주차 및 창고 비용 및 기타 

세입과 관련한 주기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60일 이전에 

규정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SMC 7.24.030.A 및 SMC 
22.206.180에 위반된다.

금지된 임대 계약 조항

월별 임대 계약은 구두 및 서면을 막론하고 거주인이 최초  

계약 기간 이상 머물도록 요구할 수 없다. 지주는 예치

금을 반환을 미루거나 기타 최초 임대 기간 종료일에  

거주인이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월별 임대를 종료하기를 원하는 거주인은  

지주에게 임대 종료일 최소 2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주는 거주인이 임대 기간 시작일 이후에 나가는 

경우 임대료를 비례 배분할 의무가 없다.

예치금

지주가 예치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예치금 및 그 

금액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예치금 및 입주 

비용의 총액은 첫 번째 전체 월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주는 임대 시작일에 거주인의 거주 유닛의  

상태, 청결 및 기존 손상 부분을 설명하는 체크리스트 

또는 명세서를 작성하여 거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

주와 거주인은 이 명세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지주는 거주인에게 보관용 체크리스트 사본을  

제공하고, 요청 시 무료 대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예치금은 신뢰할 수 있는 계좌에 입금하고 지주는  

예금기관의 이름, 주소 및 위치를 알려야 한다. 지주는  

이후 예치금 입금처가 변경된 경우 거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예치금은 임대 종료일에 RCW (Revised Code of  
Washington, 워싱턴 개정 법령) 개정 법령 59.18.280
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

지주는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첫 번

째 전체 월 임대료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거주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동물인 경우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거주인은 거주인의 생활보조 

동물 또는 거주인 손님의 생활보조 동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은 모든 

예치금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서면 임대  

계약서 또는 서면 계약서 붙임에 포함하여 예치금액을  

포함하고 거주인이 요청할 경우 할부로 지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임대 시작 시점에 애완동물이 입주한 경우, 예치금을 임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임대 시작 후에 애완동물이  

입주한 경우, 지주는 임대 계약서에 부록서를 제공해야  

한다.

지주는 거주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일으키지 않은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도 보유할 

수 없다.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은 임대 종료일에 RCW 59.18. 
280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애완동물 임대료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한 임대료의 지급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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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

지주는 모든 주차 비용을 별도 주차 계약 또는 임대 계

약서 붙임에 명시해야 한다.

입주 비용

주 및 시의 정의에 따르면 입주 비용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입주 비용은 거주인 심사 보고서 조회 또는 신

용 보고서 발급 수수료 및 임대 종료일에 거주 유닛 청

소 비용으로 제한된다. 

거주인 심사 보고서 조회 수수료는 시애틀에서 해당  

보고서를 발급하는 일반적인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지주는 보고서의 실제 수수료 이상을 거주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지주는 거주인 심사 보고서를 발급하는 데  

지급한 모든 수수료의 영수증을 거주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지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발급기관의 명칭 

및 주소 및 거주인이 해당 보고서의 무료 사본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지주가 환급되지 않는 청소 비용을 부과할 경우, 지주는  

임대 종료일에 거주인의 예치금에서 추가 청소 비용을 

공제하지 못할 수 있다.

지주는 예치금,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 승인된 환급 불가  

입주 비용 또는 마지막 달의 임대료 외에, 임대 시작일에  

어떠한 1회 비용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거주인 심사 보고서 조회, 전과 확인 또는 신용 보고서의  

실제 발급 비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입주 비용은 첫 번째 전체 월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환급 불가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예치금 및 입주 비용의 총액은 첫 번째 

전체 월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예치금,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 및 입주 비용에 
대한 제한 요약

예치금 및 입주 비용의 총액은 첫 번째 전체 월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환급 불가 입주 비용은 첫 번째 전체 월의  

임대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은  

첫 번째 전체 월의 임대료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예

치금 및 환불 불가능한 입주 비용에 대한 부과 금액 제

한은 주택이 지주의 주 거주지인 경우 일가구 주택에

서 주택 유닛을 임대한 거주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부 지급

예치금 및 입주 비용

예치금 및 환급 불가 입주 비용의 총액이 첫 번째 전체 

월의 임대료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주인은 다음과 

같이 총액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다.

• 6개월 이상 임대의 경우, 거주인은 임대 시작일부터  

6개월 연속으로 동일한 월부를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 30일 ~ 6개월 사이의 임대의 경우, 거주인은 임대  

시작 시점에 동일한 기간 동안 4회 이하의 동일한  

할부로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 월별 임대인 경우, 거주인은 임대 시작 시점에 첫 번째  

지급일에 2회의 동일한 할부로 지급하고, 두 번째 

월 임대료 기간의 첫째 날에 두 번째 지급을 하기로  

정할 수 있다.

거주인은 지주가 동의할 수 있는 대체 할부 일정을 제안할  

수 있다. 대체 계획에 상호 동의한 경우, 서면 임대  

계약서 또는 서면 계약서 붙임에 명시해야 한다. 예치금  

및/또는 환급 불가 비용을 할부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대 계약 위반이며 RCW 59.12.030(4)에 따라  

거주인에게 10일의 준수 기한을 주거나 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지주는 할부 계획에 대하여 거주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예치금 및 입주 비용의 할부 지급 계획을 허용하는  

요구사항은 소유주가 주 거주지로서 해당 집에 거주하는  

경우, 한 가구용 거주 주택, 또는 연결된 부대 주택을  

임대한 거주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달 임대료

거주인은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할부로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임대의 경우, 거주인은 임대 첫 번째 달부터  

6개월 연속으로 동일한 월부를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60일 ~ 6개월 사이 임대의 경우, 거주인은  

임대 시작 시점부터 동일한 기간 동안 4회 이하의 동일한  

할부를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거주인은 지주가 동의할 수 있는 대체 할부 일정을 제안할  

수 있다. 대체 계획에 상호 동의한 경우, 임대 계약서 또

는 부록서에 명시해야 한다.

지주는 할부 계획에 대하여 거주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마지막 달의 임대료 지급에 대한 할부 계획을 허용하는 

요구사항은 소유주가 주 거주지로서 해당 집에 거주하는  

경우, 한 가구용 거주 유닛, 또는 연결된 부대 주택을  

임대한 거주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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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피해 예치금

거주인은 애완동물이 거주 유닛에 입주한 첫 번째 전체 

월부터 3회의 동일한 월부로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다. 거주인은 지주가 동의할 수 

있는 대체 할부 일정을 제안할 수 있다.

거주인이 예치금, 입주 비용,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 또는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할부로 지급하길 원하는 경우,  

거주인은 해당 지급 계획을 요청해야 한다.

지주 및 거주인 권리 요약

지주는 주 지주-거주인 법률의 요약본과 이 법률에  

따른 지주 및 거주인의 권리, 의무 및 구제 방법을 명시하

는 시애틀 임대 주택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s 발행물인 
Information for Tenants(거주인용 정보)의 최신판을 제

공하여 준수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모든 예비 거주인,  

임대 계약서를 제안하는 시점의 거주인 및 임대 계약 

갱신 시점의 거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월별 거주인은  

최소 1년에 한 번 이 문서의 최신판을 받아야 한다.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는 Information for Tenants를  

전자문서로 발행할 수 있다. Information for Tenants의 

최신판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awww.seattle.gov/
dpd/cms/groups/pan/@pan/documents/ web_informa-
tional/dpdd016420.pdf

지주가 이 요구사항에 따라 요약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거주인은 서면 통보를 통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

다. 또한, 거주인은 지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피해, 변호사 비용 및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이 지주가 고의로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벌금은 최대 

1,000달러이다.

위반

Rental Agreement Regulation Ordinance의 위반은 최

초 위반 시 500달러, 그리고 첫 번째 위반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위반에 대해서는 1,000달러의 벌

금 고지서가 부과된다. 벌금 고지서는 시애틀 Hearing 
Examiner(심문관)에게 탄원할 수 있다. 또한, 2회의 벌

금 고지서가 발급된 후에는 위반 통보의 대상이 된다.

거주인의 사적 소송권리

지주가 다음 사항에 반하는 임대 계약서의 조항을  

이행하는 경우:  

1. 임대 계약서에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요구사항

2. 예치금, 애완동물 피해 예치금 및 환급 불가 입주  

비용에 부과하는 제한사항

3. 할부 지급 계획을 채택하는 요구사항

지주는 거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1. 지주가 시도한 이행사항으로 인해 거주인에게  
발생한 실제 피해

2. 시애틀에서 부과하는 모든 벌금액의 2배 배상

3. 지주가 불법으로 부과하거나 반환을 지연한 모든  

예치금액의 2배 배상

4. 최대 3,000달러 

5. 합당한 변호사 비용 및 재판 비용

거주인 권리 포기 또는 구제

Rental Agreement Regulation Ordinance은 구두 또는 

서면을 막론하고, 임대 계약 규정 법령에서 정하는 권

리 또는 구제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지주 및 거주

인은 해당 법령의 특정 요구사항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은 포기할 수 있는 특정 조항을 작성하여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은 표준 양식, 임차 또는 임대 계약서에 작성할 

수 없다.

3.  지주 및 거주인의 상태를 협상할 때 심각한 불공평이 

없어야 한다.

4.  거주인은 법령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서에서 

승인하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

예외사항

이 법령에서 예치금 및 환급 불가 입주 비용 청구액,  

그리고 예치금 및 입주 비용 할부 지급을 제한 및 규제하는  

조항은 해당 거주지가 부동산 소유주의 주 거주지인  

경우, 한 가구용 거주 유닛을 임대하는 거주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예치금 반환 또는 보유, 유닛 상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및 신뢰할 수 있는 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하고 계좌의 위치를 거주인에게 공개하는 요구사항은  

규정에서 예외다. 그러나, Washington State 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은 여전히 이러한 요구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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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과 지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시 
법령들

1. Open Housing and Public 
Accommodations Ordinance(개방형 
주택과 공공 시설 법령) 

이 법령은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조상, 국적, 나이, 성

별, 결혼 신분, 부모로서의 신분, 성적 경향, 성별 신분,  

정치 이념, Housing Choice Vouchers Program(주택  

선정 바우처 프로그램) (제8항) 참여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지주가 선착순 원칙으로 거주 유닛을 

임대할 것을 요구하고, 거주인의 주택 관련 비용을 지급

하는 보조금 및 대체 소득원을 허용한다. 이 법령 및 위반  

불만사항에 대한 문의는 시애틀 Office for Civil Rights 
(시민권국)에 (206) 684-45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 콘도미니엄 및 조합식 주택 변경 법령 

아파트 건물이 콘도미니엄이나 조합식 주택으로 변경될 

때, 콘도미니엄 및 조합식 주택 변경 법령은 주택 법령 

검사를 요구한다.

콘도미니엄 변경을 위해선, 거주인이 120일 전에 

서면으로 변경 통보를 받아야 한다. 거주인이 그의 

유닛을 사지 않기로 했다면, 거주인은 개발가로부터 

3개월치의 임대 비용에 상응하는 이주 보조비를 받을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거주인의 수입이 가족 수를 

고려한 지역 평균 수입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다른 경우, 거주인의 가정이 이동보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65세 이상이거나,“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구성원이 가정에 있으면, 법령의 안에 있다고 

정의되고, 부가적인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조합식 주택 변경을 위해선, 거주인이 변경 120일 전에 

매매 의도 통보를 받아야 한다. 만일 거주인이 그의 

유닛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거주인은 500달러의 

이주 보조비를 받아야만 한다.

이주 보조비는 건물주나 개발업자가 직접 거주인에게 

내야 한다. 보조비는 거주인이 그의 유닛을 비우기 

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SDCI  Code Compl iance  

(법령준수과)인 다음의 번호로 연락하시오. (206) 615-
0808

3. Tenant Relocation Assistance 
Ordinance 

이 법령은 거주자가 주택 헐기, 용도 변경, 대거 

복구공사, 또는 정부보조 주택으로부터 이용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 이주될 때 적용된다. 개발활동을 

계획하는 부동산주인은 거주를 종료시키기 전 거주자 

이주 증명서와 빌딩 또는 이용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모든 거주자는 이주를 요구하는 변경활동이 일어나기 

90일 전에 통보서를 받아야 한다. 평균 임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저소득층 거주자들은 현금 이주 보조비를 

받게 된다. 거주자 이주 허가증(Tenant Relocation 
License) 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본 법령의 위반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SDCI에 다음의 

번호로 연락하시오 (206) 615-0808.

4. 수리 및 유지-주택 및 빌딩 유지 법령 

이 법령은 주인이 특정 최소 기준을 지킬 것과 빌딩을 

수리가 잘 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인은 SDCI에 

(206)615-0808번으로 전화하여 필요한 수리를 보고할 

수 있다. 검사관이 법령 위반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5. Third Party Billing Ordinance(삼자 청구 
법령)

이 법령은 지주들을 위한 법령을 규정하는데, 지주들 

스스로 또는 개인 회사를 통해 시가 제공하는 상하수도 

(물, 하수, 쓰레기, 전기 서비스)를 임대료와 별도로 

거주인에게 청구하는 지주들에 해당된다. 이 법령은 

셋 또는 넷의 주택 유닛을 가진 모든 거주지 빌딩에 

적용된다.

규정은 지주 또는 청구 에이전트가 거주인에게 청구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하는 방법을 임대 

계약 또는 별도의 서면 통보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지주가 합당한 통보 없이 새 청구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거주인은 청구 에이전트에 알려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를 설명하여 삼자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청구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청구 에이전트는 이의 제기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거주자에게 연락하여 이의에 대해서 논하여야 

한다. 거주인은 또한 Seattle Office of the Hearing  
Examiner(청문 검사관 시애틀 사무실)에 고발하거나 

또는 지주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청문 검사관 또는 

법원이 거주인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면, 지주는 벌금을 

내도록 요구될 수 있다. 

6. Rental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rdinance 
(RRIO, 임대 등록 및 점검 법령)

Rental Registration and Inspection(임대 등록 및 점검)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애틀 시의 모든 임대 주택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기초적인 주택 유지보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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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도록 함에 있다. 2014년도부터 시애틀 내 모든 

거주용 주택의 소유주들은 제한된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시에 소유 부동산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1
회 등록으로 5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부동산이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거주자는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없다. 소수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은 반드시 최소 10년에 1회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시에서 승인한 점검업체나 시의 

주택/구역 점검관이 수행할 수 있다. RRIO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206) 684-4110번으로 전화하거나 

프로그램 웹 사이트 www.seattle.gov/RRIO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shington 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

Chapter 59.18 RCW  
선의의 의무

주법에서는 지주와 거주자가 서로 선의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살 곳을 임대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Washington State 
Residential Landloard-Tenant Act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거주자는 이 법에서 명확히 제외된다.

이 법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주자는 다음과 같다:

•  Mobile Home Landlord-Tenant Act(모 빌 홈 지주-

거주자 법령)(RCW 59.20)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공간과 모빌 홈 둘 다 임대한 이는 보통 거주지역 

법에 영향을 받는다.

•   호텔 및 모텔 등 임시 숙박시설 거주자; 대중 또는 

개인 의료, 종교, 교육, 오락, 교도소 거주자; 농경지 

리스의 일부로 임대된 일가구 주택 거주자; 계절 

농사일을 위해 제공되는 주택의 거주자.

•  주택 매입을 위해 약조금 계약을 맺은 거주자.  

매입의 선택권이 있는 일가구 주택을 리스한 거주자

(거주자의 변호사가 리스의 서면을 인정했을 때).  

리스 선택 동의서에 서명 했으나 이 선택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거주자는 이 법에 영향을 받는다.

•  지주가 고용한 거주자. 단, 일(예-아파트 하우스 

매니저)을 하는 동안에만 임대 유닛에 살 수 있다고 

구체적인 동의를 했을 때.

•   일년 또는 그 이상 일가구 주택을 리스하는 거주자. 

단, 변호사가 면제를 인정 했을 때.

•  거주 목적보다는 상업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

모든 거주자의 권리

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에 영향을 받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는 다른 주 법에 따라 기본 

권리가 있다: 믿을만한 거주지를 가질 권리; 불법 

차별로부터 보호; 지주의 태만으로 인해 일어난 개인적 

부상 또는 부동산 손상에 지주를 책임지울 권리; 지주에 

의한 문잠금 및 개인 물건 압수로부터 보호.

임대 계약의 종류

월별 계약. 이 계약은 미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다달이 

또는 짧은 기간 동안 납부할 때 사용된다. 계약 자체는 

서면 또는 구면일 수 있으나, 요금이나 반환되는 

예치금을 걷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RCW 59.18.260]

월별 계약은 거주인이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어도 20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할 때까지 지속된다.  

콘도비니엄으로 변경 또는 방침을 바꾸어 아동을 

제외하는 상황일 때, 지주는 거주자에게 90일 전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RCW 59.18.200] 아무때나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규정이 변경될 수 있고, 지주는 

임대 인상 또는 규정 변경 유효일 최소 30일 전 

거주인에게 서면통보를 주어야 한다. [RCW 59.18.140]

정기 리스. 리스는 거주자가 특정기간 동안 머무를 

것을 요구하고 지주가 임대 계약의 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리스 기간 동안,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규정이 변경될 수 없다. 단, 지주와 거주자가 동의할 

때는 제외. 일년 또는 그 이상의 리스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RCW 59.18.210] 

불법적 차별 

연방법은 대부분의 지주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핸디캡, 가족 상황 (자녀가 있거나 자녀 부양권을 

원하는), 또는 국적때문에 차별적 임대 기간을 

부과하거나 임대를 거절하는 것을 금한다. [Fair 
Housing Act(공정주택법) 42 USC s.3601 et.seq.1988] 
주 법은 결혼 상태, 신념, 감각 여부, 정신 또는 신체 

장애 여부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되는 개개인에게의 

보호를 명령한다. 임대 주택을 거절 당했거나 하우징 

차별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하면 Washingto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에 서면으로 고발하시오.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주택도시개발부의 연방 주택공정과) 또는 해당 지역 

인권부에 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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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일단 거주인이 임대 계약에 서명하면, 해당 거주인은 

이 법령하에 행동을 취할 자격을 유지하려면 임대료 

지불을 지속해야만 한다. 또한 부동산 유지의 책임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반면 지주는 그의 태만으로 

인해 일어난 손상에 책임이 있고, 거주인은 그가 일으킨 

손상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RCW 59.18.060]

임대계약에서의 불법 규정 

임대 계약 또는 리스에 나올 수 있는 일부 규정은 법에 

따르면, 합법적이지 않으며 강요될 수 없다. [RCW 
59.18.230] 이는 다음과 같다:

•  Landlord-Tenant Act에 따라 거주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포기하는 규정. 지주의 고발에 대해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는 규정.

•  분쟁이 법정에 갈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지주의 

변호사 비용을 거주인이 지불한다고 하는 규정.

•  지주가 보통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지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

•  임대계약에 서명하는 때에 거주자가 특정 중재자에게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  올바른 통보 없이 지주가 임대 유닛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는 규정.

•  거주자나 그의 손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닛의 모든 손상을 거주자가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  거주자가 임대료를 체납하면 지주가 거주자의 물건을 

압수하도록 허락하는 규정.

프라이버시-지주의 임대 집 출입 
[RCW59.18.150]

지주는 적절한 시간에 출입하려는 의도를 적어도 이틀 

전에 거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주인은 임대 집에 출입하려는 지주를 불합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지주가 거주지를 살만한 또는 산 

사람에게 관람시키려 특정 시간에 출입하려는 의도를 

최소한 하루 전에 통보했을 때를 말한다. 법은 지주가 

거주지를 수리, 개선, 또는 서비스하려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거주인이 불합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비상시나, 부동산이 포기되었을 때, 

지주가 통보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예치금 및 다른 요금
상환되는 예치금 

Landlord-Tenant Act에 따라, "예치금"이란 용어는 

거주인에게 상환될 수 있는 돈에만 적용될 수 있다.  

상환되는 예치금이 징수될 때, 법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 대  계 약 은  서 면 으 로  작 성 되 어 야  한 다 .  각 

예치금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돈을 상환받기 위해서 

거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RCW59.18.260]

•  거주인은 각 예치금의 서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RCW59.18.270]

•  임 대  유 닛 의  상 태 를  설 명 하 는  확 인  리 스 트 나 

진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지주와 거주인이 

서명하고 거주인은 서명된 복사본을 받아야 한다.  

[RCW59.18.260]

•  예치금은 은행이나 제3자 회사의 신탁구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거주인은 예치금이 보관된 곳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서면으로 다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예치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지주에게 속한다. [RCW59.18.270]

상환이 안되는 요금 

이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거주인에게 되돌려지지 

않는다. 상환이 안 되는 요금이 부과될 때, 임대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요금이 상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상환이 안되는 요금은 법적으로  

"예치금"이라 불릴 수 없다. [RCW59.18.285]

지주의 책임 [RCW59.18.060]

지주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  거주지를 주 및 지역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 즉, 

거주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게 유지.

• 구조적 요소들, 즉, 지붕, 바닥, 굴뚝 등을 수리가 잘 

된 상태로 유지.

• 거주지가 비바람에 견디게 유지.

• 적절한 자물쇠와 열쇠를 제공.

• 보온, 전기, 온냉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제공.

•  쓰레기통을 제공하고 쓰레기 수거를 조정. 일가구 

주택지는 예외.

•  일반 구역, 즉 로비, 계단, 홀 등을 깨끗하고 위험하지 

않게 유지.

•  거주인이 이사 들어오기 전에 해충을 통제. 일가구 

주택지나 해충피해가 거주인에 의해 일어났을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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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계속하여 해충번식을 통제. 

•  수리를 하여 거주인이 입주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유닛을 유지-일반적 마모는 제외.

•  전기, 하수, 보온 시스템을 수리가 잘 된 상태로 
유지하고, 임대와 함께 제공되는 다른 설비들을 
유지.

•  거주인에게 지주 또는 지주의 에이전트 이름 및 
주소를 알림.

•  거주인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온수 제공.

•  화재 안전 및 보호 정보의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새 
거주인이 이사 들어올 때 유닛에 작동이 되는 연기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도록 확인한다. (거주인이  
경보기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음.)  일가구 
주택을 제외하고, 통보서는 거주인에게 어떻게 
연기 경보기가 작동되는지 그리고 빌딩의 화재  
경보와/또는 물뿌리기 시스템, 흡연 정책, 그리고 
응급 통보, 대피와 이주 계획안이, 있다면, 알려야 
한다. 다가구 유닛은 이 통보를 빌딩의 화재 안전 
및 보고 장치를 알리는 확인리스트로써 그리고 응급 
대피 경로를 보여주는 도표로써 제공할 수 있다.

•  거주인에게 실내 곰팡이 건강 위험에 관하여 
Department of Health(보건국)에서 승인되거나 
제공된 정보를, 거주인이 이사들어올 때, 제공하고 
여기에는 곰팡이 확산을 어떻게 방지하여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는지가 포함된다. 지주는 각 
거주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정보를 주거나, 
또는 거주 유닛 토지에 잘 보이는, 공공장소에 
붙일 수 있다. 이 정보는 다음에서 얻을 수 있다.  
www.doh.wa.gov/ehp/ts/IAQ/mold-notification.htm.

•  거주인이 범죄 조직 관련 활동에 관여하고 다른 
거주인이 이를 지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조사를 요구할 때 이를 조사. [자세한 것은 
RCW59.18.180을 참조하시오.] 

•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제공한다.

거주인의 책임 [RCW59.18.130]

거주인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  임대료 및 합의한 기타 설비 이용비 지불.

•  시, 카운티 또는 주 규정의 요구사항을 따름.

•  임대 유닛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림.

•  거주인에 의해 생긴 해충번식의 소독비용을 지불.

•  하수, 전기 및 보온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

•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인해 거주지를 손상시키지 
않음.

•  "황폐화"(부동산을 심하게 손상시킴) 또는 "해를 
끼침"(다른 거주자의 부동산이용을 심하게 방해함)을  
일으키지 않음.

•  연기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탐지를 유지, 이는 

바테리 교환을 포함함.

•  거주지에서 다른 이의 신체적 안전에 직접적 

위험을 주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음.  신체적 폭행을 

수반하거나 불법적으로 무기 또는 기타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참여하여 체포당하지 않음. 

[RCW59.18.352]

•  퇴거 시, 입주 시와 같은 상태로 거주지를 복구함. 

일반 마모는 제외.

거주인 또는 지주의 협박적인 행동 [RCW 
59.18.352 및 354]

거주인이 다른 거주인을 총기나 다른 살상 무기로 

위협하여, 협박의 결과로 체포되면, 지주는 이 협박한 

거주인의 주거를 종료시킬 수 있다 (지주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주가 불법점유 소송을 

하지 않으면, 협박을 받은 거주인은 서면 통보를 하고 

임대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의무 없이 이사할 수 

있다. 지주가 유사한 상황에서 거주인을 협박한 경우, 

거주인은 통보하고 이사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다, 

협박을 받은 거주인은 이사하는 날짜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선불한 임대료는 날수 

계산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월별 계약 변경하기 

일반적으로, 지주가 월별 임대 계약을 변경하기 

원할 때, (임대료를 올리거나 규정을 변경하기 등) 

거주인은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 변경 사항들은 임대 기간의 시 (임대료 납기일)

에만 유효하다. 30일 이하의 통보는 다음 임대 기간에 

유효하다.

지주가 유닛을 콘도미니엄으로 변경하기 원할 때,  

거 주 인 은  1 2 0 일  전 에  통 보 를  받 아 야  한 다 . 

[RCW59.18.200]

정해진 리스 기간 변경하기

리스 시, 대부분의 경우, 지주와 거주인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리스 기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부동산이 팔리면 부동산의 매매가 자동적으로 거주를 

종료하지는 않는다. 임대 유닛이 팔릴 때, 거주인은 

등기 우편이나, 거주지에 붙인 안내문으로, 새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통보받아야 한다. 원 주인에게 지불된 

모든 예치금은 새 주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새 주인은 

이를 신탁이나 제삼자 구좌에 예치해야 한다. 새 주인은 

예치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신속히 거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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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는 어떻게 

거주인은 수리 선택권과 같은 법적 해결책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 계약에서 동의한 모든 설비 이용비를 

포함한 임대료 지불이 완불된 상태이어야 한다. [RCW 
59.18.080]

요구되는 통보서 [RCW 59.18.070] 임대 유닛에서 

무언가 수리되어야 할 때, 첫 단계는 거주인이 문제를 

지주나 임대료를 받는 사람에게 서면 통보를 하는 

것이다.

통보서는 임대지 주소와 아파트 번호; 안다면, 주인의 

이름; 문제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통보를 한 뒤 

거주인은 지주가 수리를 시작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 요구되는 시간은: 온냉수, 보온, 

전기 중단, 또는 생명에 급박히 위험한 상황에는 24
시간; 냉장고, 레인지, 오븐, 또는 지주가 제공하는 

주요 하수시설 수리에는 72시간; 모든 다른 수리는  

10일이다.  

거주인의 선택권 [RCW59.18.090] 수리가 요구된 시간 

내에 시작되지 않고 거주인이 임대료 및 설비 이용비를 

지불한 상태이면, 다음의 선택권이 이용될 수 있다 :

1)  지주에게 서면 통보하고 즉시 이사할 수 있다.  

거주인은 임대료를 일수 계산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보통 상황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예치금 

또한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2) 소송 또는 중재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3) 거주인이 사람을 고용하여 수리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거주인이 이렇게 수리를 하고 비용을 

임대료에서 제할 수 있다. [RCW59.18.100] (이 

방법으로 지주가 쓰레기통을 제공하게 강요할 순 

없다.)

 중요한 사항: 1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수리일 

경우, 거주인은 지주가 통보를 받은 후 열흘, 또는 

수리추정 금액을 보고받은 후 5일 중 늦은 날짜까지 

청부하여 수리를 할 수 없다.

 이 절차를 따르려면 거주인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면허있는 또는 등록된 상인의 

믿을만한 추정액을 제출한다.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가장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을 

청부하여 일을 처리 할 수 있다. 일이 끝난 후, 

상인에게 지불하고 임대료 지불에서 이 금액을 

제한다. 지주가 수리를 점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각 수리 비용은 한 달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전체 수리 비용은 12개월 기간의 두 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많은 수의 거주인에 영향을 미치는 큰 수리가 

필요하면, 거주인들은 함께 올바른 절차를 걸쳐 

일을 처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각자 비용의 일부를 

임대료에서 제할 수 있다.

4)  자격증이 있는 또는 등록된 상인이 필요한 수리가 
아니라면, 거주인이 수리를 하고 비용을 임대료에서 
제할 수 있다. 상단의 (2)번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비용은 한 달 임대료의 반에 한한다

5)  3자에 가는 임대료-하자가 있는 상황을 통보, 
적절한 정부 하자 증명, 기다려야 할 때까지 기다린 
후, 거주자는 월 임대료를 3자 구좌에 예치할 수 
있다.

불법적 지주의 행동 

문을 잠금 [RCW 59.18.290] 법은 지주가 자물쇠를 

바꾸고, 새 자물쇠를 채우거나, 거주인이 정상적인 

자물쇠와 열쇠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거주인의 임대료가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을 잠그는 것은 불법이다.

문이 잠긴 거주인은 법적 소송을 하여 출입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일부 지역 정부는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으며 임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주인을 

도울 수 있다. 정보를 더 원하면 시나 카운티 정부에 

연락하시오.

설비 중단 [RCW 59.18.300] 지주는 거주인의 임대료가 

체납되었거나, 이사를 강요하기 위해 설비를 중단할 

수 없다. 수리를 위해서만, 합당한 기간만큼만 중단할 

수 있다. 지주가 고의적으로 설비비를 지불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게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주에 의해 설비가 중단되었다면, 

거주인은 설비공급 회사에 확인하여 서비스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단이 불법인 

것으로 보이면, 거주인은 소송할 수 있다. 거주인이 

법정에서 이기면, 판사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거주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날수만큼 하루에  

100달러까지 지불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거주인의 물건 취하기. [RCW 59.18.310] 법은 거주인이 

집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만 지주가 그의 물건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다른 경우에 거주인의 

물건을 취하도록 한 임대계약 조항은 무효다. 지주가 

거주인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하면, 거주인은 먼저 

지주와 연락하도록 한다.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지주에게 서면 요청이 가고난 

후에도 물건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정은 물건이 취해진 

날수 대로 하루에 100달러까지-총 1,000달러까지 

지주가 거주인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RCW 
59.18.230(4)]

불량 판정이 난 부동산 임대. [RCW 59.18.085] 지주는 

불량 판정이 난 또는 법령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이유로 

거주가 불법인 유닛을 임대할 수 없다. 지주는 알면서 

부동산을 임대한데 대하여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석달 임대료와 손해의 세배 금액중 큰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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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계약 종료의 올바른 통보—무장 군대 예외. 월별 

거주는 거주인이 무장 군대의 멤버(방위 또는 무장 군대 

예비군 포함)일 때, 20일 전 통보를 허용하지 않는 이동 

또는 배치 명령을 받는다면, 20일이 안되는 서면 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의해 거주가 종료될 수 있다. [RCW 59.18.200]

피해자 보호. 거주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가정 폭력, 

성폭력, 불법적인 괴롭힘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인 

경우, 거주인은 벌금 없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가구의 잠금장치를 자비로 변경하거나 둘 모두를 

이행할 수 있다. 거주인은 지주에게 서면으로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위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임을 알려야 

하며 자격이 있는 제삼자로부터의 유효한 보호 명령 

또는 사건 신고서를 지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제삼자에는 법 집행관, 법원 공무원, 면허 소지 

정신 건강 전문가, 의사 및 피해자 옹호자가 포함된다. 

거주인은 보호 명령 또는 자격 있는 제삼자에 대한 

신고로 이어진 사건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보호 명령 또는 제삼자 신고서는 

거주인이 가구에서 이사하는 날의 7일 이내 또는 

지주에게 잠금장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RCW 59.18.570 - 585]

예치금 반환[RCW 59.18.280]

거주인이 이사한 후, 주인은 21일 내에 예치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아니면, 왜 돈의 일부 또는 

전액이 보관되는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사시 거주인은 지주에게 발송주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에 따르면, 임대 유닛은 거주인이 입주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일반적 마모는 예외다.  

예치금은 일반적 마모 수리 또는 거주자 입주시 있었던 

손상에 이용될 수 없다.

21일 내에 일등우편금을 지불하여 미국 우체국에 

요구된 지불액, 진술서, 또는 두가지를 다 부쳤다면, 

지주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거주인이 지주를 법정에 

출두시키고, 지주가 고의적으로 진술서를 보내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로 판정되면, 법정은 

거주인이 예치금의 두 배액까지 돌려받도록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퇴거시키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 거주인이 임대료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 지주는 3일 안에 지불하거나 

이사하라는 통보를 할 수 있다. 3일 안에 거주인이 

모든 임대료를 지불하면, 지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주인을 퇴거시킬 수 없다. 지주가 임대료의 일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복행위. [RCW 59.18.240-250] 거주인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 정부 관계자에 고발을 한다던지, 수리비를 

제한다던지 했을 때, 법은 지주가 보복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을 금한다. 보복적 행위의 예는 임대료 

올리기, 거주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줄이기, 거주인 

퇴거시키기 등이다. 법은 이런 행위가 거주인의 

권리행사 이후 90일 내에 일어나면 보복적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변화 상황이 있을 때, 거주인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가서 판사가 거주인에 승소판정 하면, 지주는 거주인에 

해가된 것과 변호사 비용 지불뿐만 아니라 보복행위를 

거두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계약 종료 

리스 종료의 올바른 통보. 리스가 만료되어 이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주에게 서면 통보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리스를 참조하여 정식 통보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리스 만료후에도 머문다면, 

지주가 다음달 임대료를 받았다면, 거주인은 월별 

계약하에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리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떠나는 거주인은 리스 나머지 

부분의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주는 

유닛을 적정한 가격에 재임대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거주인은 합당한 기간 이상의 

임대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RCW 59.18.310(1)]

리스종료의 올바른 통보—무장 군대 예외. 거주인이 

무장 군대의 멤버(방위 또는 무장 군대 예비군 포함)일  

때, 이동 또는 배치 명령을 받는다면, 그러한 명령을 

받은 지 7일 내에 거주인이 지주에게 알리고 리스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의해 거주가 종료될 수 있다. [RCW 59.18.220]

월별 계약 종료의 올바른 통보. 거주인이 월별 임대 

계약을 종료하기 원할 때, 지주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임대 기간을 종료(임대료 납기일 하루전)

하기 전 적어도 20일 내에 납부돼야 한다. 지주는 

거주인의 이사통보가 20일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지주가 월별 임대자의 이사를 원할 때, 20일 내

(시애틀 외부에만 해당)에 통보해야 한다. 거주자가 

올바른 통보 없이 이사할 때, 법은 거주자가 다음의 

기간 이하의 임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다음 임대료 

납기일로부터 30일, 또는 거주자가 이사한 사실을 

지주가 안 날로부터 30일. 그러나, 지주는 새 임대자를 

구하는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거주지가 30일 전에 

임대되면, 전 거주인은 새 거주자가 임대료를 내기 

시작할 때 까지만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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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거주인이 임대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예를들어, 계약서에 애완동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는데 고양이를 기르는 

것), 지주는 10일 내에 계약을 지키던가 이사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거주자가 기간내에 만족스럽게 상황을 

해결하면, 지주는 퇴거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  

"황폐"시키거나 또는 "해"를 입힐 때. 거주자가 지주의 

물건을 파괴하고, 거주지를 깽 또는 마약 관련 행위를 

포함한 불법 행위에 이용하고, 부동산가에 손상을 

입히면, 지주는 3일 내에 이사하라고 통보할 수 있다.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거주인은 이사하여야 한다.  

머무르거나 문제를 시정할 선택이 없다.

마약 및 술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지에서의 위반. 마약 

및 술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지에서 2년 미만 거주한 

회복 프로그램에 등록된 거주자가 술 또는 마약을 

소지, 또는 공유하면, 지주는 3일 안에 이사나갈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거주인이 위반을 1일내에 시정하면, 

임대 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거주인이 위반을 1일내에 

시정하지 못하면, 그는 이사나가야 하고 임대계약은 

종료된다. 거주인이 크게 동일한 행동을 6개월안에 

취하면, 지주는 3일 안에 이사나갈 것을 통보할 수 있고 

거주인은 차후 위반을 시정할 권리가 없다.

통보. 지주가 이사하지 않는 거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RCW 59.12.040 (RCW 59.12.040)
에 따라 통보를 제공해야 한다. 

거주인이 퇴거통보를 위반하고 임대 집을 계속하여 

사용할 때, 지주는 법정에 가서 불법점유 소송이란 것을 

시작해야 한다. 법정이 지주에 승소판정하면, 거주인이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을 때 경찰에게 거주인을 퇴거시킬 

것을 지시할 것이다. 지주가 거주인을 유닛에서 내보낼 

유일한 법적 방법은 법정과 경찰서를 통해서이다.

거주자 사망 시 거주자를 대신할 개인의 지정
(RCW 59.18.590)

거주 유닛의 유일한 점유자인 거주자는 본인 사망 시 

독립적으로, 또는 지주의 요청에 따라 본인을 대신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은 제반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피지정자의 성명과 우편 주소, 전자 통신물 

수령에 사용되는 주소,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거주자가 

해당 거주 유닛의 유일한 점유자일 때) 거주자의 

사망 시 피지정자가 거주자의 거주 유닛에 접근하고, 

거주자의 재산을 수거하고, 거주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환불 금액을 수령하고, 거주자의 최종 유언 및 

진술과 일체의 해당되는 주간 승계법에 따라 거주자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지주가 허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서명 진술과 이러한 지정이 거주자에 의해 서면으로 

철회되거나 새로운 지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의 명백한 진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망한 

거주자를 대신하는 피지정자의 권리는 사망한 거주자의 

유산에 대한 대리인 지정 시 또는 법에 의거해 타당한 

근거로 사망한 거주자의 승계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파악될 경우 종료된다

포기 [RCW 59.18.310] 

포기는 법에 따라, 거주인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임대 집을 포기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을 때 발생한다.

임대 집이 포기되었을 때, 지주는 유닛에 진입하여 

버려진 물건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물건들은 적절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물건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언제 팔리게 될지를 알리는 통보서를 

거주인에게 보내야 한다. 지주가 거주인의 새 주소가 

없을 때는, 임대 집 주소로 통보서를 부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체국 서비스가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배달하게 된다.

지주가 버려진 물건들을 팔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가는 물건의 가치에 달려있다. 총 가치가 250달러  

이하이면, 거주인에게 매매 통보서를 부친 후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가족 사진, 기념품, 개인적 서류는 

통보서를 부친후 사십오 (45)일 까지 매매할 수 없다.

총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지주는 거주자에게 

매매 통보서를 부친 후 사십오(45)일을 기다려야 한다.  

개인적 서류, 가족 사진과 기념품은 다른 물건들과 

동시에 팔릴 수 없다.

물건을 매매하여 거두어진 돈은 주인이 받아, 체납된 

임대료와 물건의 보관 및 매매 비용으로 쓰여진 돈을 

보상하게 된다.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지주는 이를 

거주인을 위해 일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 돈은 지주가 갖게된다.

지주가 거주인의 물건을 취하고 차후에 법정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면, 지주는 거주인에게 법정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물건을 상실한 것을 

보상하도록 명령 받을 수 있다.

본 절차는 사망한 거주자의 재산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거주자의 사망과 관련된 포기”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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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에 따른 처분 [RCW 59.18.312] 

처분 조치에 관한 상환 공문서를 거주인이 받았을 때, 

거주인은 건물이 비워진 후 남은 거주인의 재산들을 

보관하는 것은 지주의 책임이라는 서면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거주인은 본인의 재산을 지주가 보관해 

주기를 요청하는 양식을 제공받을 것이다.

만일 거주인이 상환 공문서를 받고 삼(3) 일 안에 

서면으로 보관을 요청하거나, 만일 거주인이 서면 

요청을 하기 힘들만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지주가 알고 

보관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주는 거주인의 

재산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을 위한 서면 요청은 

개인배달로 이뤄지거나, 또는 지주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주가 제공한 신청 양식에 있는 팩스 번호로 

팩스를 보내어도 된다. 

상환 공문서가 실행된 후에 지주는 건물 내에 들어가도 

되며 거주인의 남긴 소유물들은 점유할 수도 있다.  

거주인의 서면 요청이 없어도, 지주는 거주인의 재산을 

임대 건물에 보관하거나 가까운 공공 대지에 보관하길 

선택할 수도 있다. 만일 지주가 거주인의 재산을 요청에 

의해서건 아니건 보관하기로 선택했다면, 거주인이 

삼십(30) 일 안에 실제 타당한 이동과 보관의 비용을 낼 

때까지 재산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재산의 총계가 250달러를 넘길 경우, 지주는 

거주인에게 매각이 임박했음을 임차인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개인배달 또는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통보 후 

삼십(30) 일이 경과하면 지주는 개인 서류와 가족사진, 

유품 등을 비롯한 재산을 팔아도 좋고, 팔리지 않은 

재산은 버려도 좋다. 

만일 재산의 총계가 250달러 이하일 경우, 지주는 

거주인에게 매각이 임박했음을 임차인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개인배달 또는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통보 후 

칠(7) 일이 경과하면 지주는 개인 서류와 가족사진, 

유품 등을 제외한 재산을 팔아도 좋다. 

재산매각에서 생긴 수입은 지주에게 진 빚이나, 타당한 

재산의 이동과 보관비용 중 더 낮은 곳에 적용시켜도 

좋다. 수익은 실제 또는 타당한 이동, 보관 비용 중 낮은 

비용을 넘길 수 없다. 만일 부가적인 수익이 있었다면 

지주는 거주인을 위해 일(1) 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일 

부가적 수익에 대한 거주인의 회수 청구가 일(1) 년 안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잔액은 유기된 재산이라 여기고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워싱턴주 

세무국)에 공탁한다. 

RCW 59.18.312를 참조한다.

거주자의 사망과 관련된 포기(RCW 59.18.595)

거주 유닛의 유일한 점유자인 거주자의 사망을 

알게 되면 주인은 반드시 알려진 바 있는 대리인, 

피지정인, 비상 연락 대상자 또는 알려진 바 있는 

거주자의 승계자에게 우편 또는 개인적으로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성명과 거주 유닛의 주소, 거주자의 대략적인 

사망 날짜, 월 임대료 금액 및 납부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보에는 우편 또는 

개인적으로 전달된 통보서의 날짜로부터 15일 후 또는 

임대료가 지불된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15일 후 거주권이 종료되나, 단 해당 15일 

기간 동안 거주자의 대리인이 사망한 거주자의 재산을 

수거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사망 날짜로부터 최대  

60일간의 임대료를 미리 지불하기로 주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거주권이 임대료가 지불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다는 진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거주권이 종료되거나 끝나기 전에 

거주자의 재산을 수거하지 못할 경우 주인이 해당 거주 

유닛에 들어가 구내에서 발견된 모든 재산을 보유하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또 해당 재산의 

이동 및 보관에 대해 실제 또는 합리적인 비용 중 낮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적절한 통보 후 

해당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진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망한 거주자를 대신해 행위할 자를 

지정하는 서면 사본이 반드시 해당 통보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주인은 거주권의 종료 또는 마지막 또는 쌍방이 동의한 

다른 날짜 전에 서면 요청을 수령한 경우 가져온 

거주자 재산의 보유권을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거주자의 대리인은 수거한 모든 재산의 

물품 목록과 함께 거주자의 대리인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ownership)이 아닌 보유권(possession)을 

받았다는 서명 인정서를 주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거주자의 대리인이 미리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조율한 

경우, 주인은 반드시 이 두 번째 통보를 알려진 바 

있는 대리인, 피지정인, 긴급 연락 대상자 또는 

알려진 바 있는 거주자의 승계자 및 해당 거주 유닛의 

사망한 거주자 앞으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이 두 

번째 통보에는 임대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조율한 

거주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 

정보와 임대료가 지불된 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통보에는 또 거주자의 대리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하거나 수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가 지불된 기간의 마지막 날짜 또는 두 번째 

통보가 우편 발송된 후 최소 45일 중 나중의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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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주인이 해당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진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재산을 보관에 처한 경우, 주인은 알려진 바 있는 

대리인, 피지정인, 긴급 연락 대상자 또는 알려진 바 

있는 거주자의 승계자 및 해당 유닛의 사망한 거주자 

앞으로 반드시 두 번째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이미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통보에는 

거주자의 대리인이 해당 재산에 대해 청구하거나 

수거하지 않을 경우, 주인이 두 번째 통보가 우편 

발송된 후 최소 45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날짜 이후에 

해당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진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서면 요청이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인은 보유하고 있는 사망한 거주자의 재산을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거주자의 대리인은 

해당 재산의 이동 및 보관에 대한 실제 또는 합리적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고 수거한 모든 

재산의 물품 목록과 함께 거주자의 대리인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아닌 보유권을 받았다는 서명 인정서를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거주자의 대리인이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사망한 자의 재산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주인은 개인 서류 및 사진을 제외하고 보관된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가가 

1,000달러보다 많을 경우, 주인은 반드시 해당 재산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 

매각되지 않은 모든 재산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처분되어야 한다. 보관된 재산의 가치가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주인은 해당 재산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거주자의 대리인이 청구하지 않은 개인 서류 및 사진은 

반드시 사망한 거주자 재산의 매각 또는 처분 후 90일간 

보유하여야 하며, 이후 파기하거나 사망한 거주자의 

승계자를 위해 보관하여야 한다.

주인 또는 주인이 고용한 직원은 매각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된 사망한 거주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없다. 주인은 사망한 거주인의 

재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해당 재산의 이동 및 보관에 

대해 주인에게 지불되어야 할 실제 또는 합리적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초과 소득이 있을 경우, 

이는 반드시 주인이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1년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초과 소득에 대한 청구가 

없을 경우, 잔액은 반드시 워싱턴 주 Department of 
Revenue에 유기 재산으로 공탁해야 한다.

주인은 반드시 거주자의 대리인이 해당 재산을 수거한 

후 14일 이내에 거주자의 대리인에게 정당한 소득이 

아닌 임대료를 환불하고 사망한 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환불 지급금과 함께 예치금을 보유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진술을 제공해야 한다.

고의로 이러한 포기(abandonment) 조항을 위반할 

경우, 주인은 사망한 거주자의 유산에 대해 실제적인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 우세 당사자는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다.

영수증

주인은 거주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지급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거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주인은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지급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임대료, 예치금, 수수료, 주차, 보관 또는 거주와 관련된 

일체의 기타 비용에 대한 지급이 포함된다. RCW 
59.18.063을 참조한다.

문서 사본

RCW 59.18.260 및 SMC 7.24.030.C에 의거, 임대 

유닛의 물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체크리스트가 

완료되면 반드시 주인 및 거주자 양자가 서명한 사본을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지에 대해 서면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 주인은 반드시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는 각 

거주자에게 완전히 집행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주인은 거주 기간 중 거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서면 계약서의 대체 사본 1부를 반드시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RCW 59.18.065를 참조한다.

유권자 등록 정보

이 발행물에 첨부된 정보는 투표 등록에 관한 것이며, 

이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사 시 주소 갱신 방법이다. 

자세한 정보는 www.kingcounty.gov/depts/elections를 

확인하십시오.





សម្លេងរបស់អ្នក គឺសំខាន់! 
www.kingcounty.gov/depts/elections

BALLOTS

មោះម ្្ន ត!

កំុម្លេចចុះម ម្ ះម�ើ្្បី

http://www.kingcounty.gov/depts/elections


ស្វា គ្ន៍ការ្ក�ល់ផ្ះ!
មានកិច្ចការជាម្ចើនដ�ល្តរូវម្វាើ មៅមេលផ្លេ ស់មៅផ្ះថមី។ 
ម្វាើបច្ចុប្បន្នភាេការចុះម ម្ ះមោះម ្្ន តរបស់អ្នក គឺជាភារ
កិច្ចសំខាន់្ួយក្នុងចំមោ្ភារកិច្ចសំខាន់ៗទំាងមោះដ�
ល្តរូវចងចំា។

ចុះម ម្ ះរចួម�ើយ?

មនះជាវ ិ្ ីងាយៗ 5 យ៉ាងម�ើ្្បីម្វាើបច្ចុប្បន្នភាេអាសយដ្ឋា នរប
ស់អ្នក៖

• ្បសិនមបើអ្នកមានប័ណ្ណមបើកបររ�ឋា Washing-
ton បច្ចុប្បន្ន ឬប័ណ្ណសំគាល់ខលេួនរ�ឋារបស់អ្នក 
សូ្ចុះម ម្ ះតា្អីុន្ឺមណត!

• មផញើទ្្ង់ដបបបទចុះម ម្ ះោនរួ្ បញ្ចូ លមៅក្នុងេ័ត៌មាន
មនះស្មាប់កញ្ច ប់អ្នកជួល។

• មផញើ អីុដ ៉្ាលមៅ elections@kingcounty.gov 
មដ្យមានម ម្ ះ ថថងៃដខ ្្ន ំកំមណើ ត អាសយដ្ឋា នទីលំមៅ 
និងអាសយដ្ឋា នសំបុ្តចាស់របស់អ្នក 
្េ្ទំាងអាសយដ្ឋា នស្្ន ក់មៅ និងអាសយដ្ឋា នសំបុ្តថមីរប
ស់អ្នក។

• ទូរស័េ្មៅមលខ 206-296-VOTE (8683) ។ 
មសវាក្មមានចំនួន 120 ភាស្។

• មៅមដ្យផ្្ល់មៅកាន់ទីស្្ន ក់ការកោតា លមោះម ្្ន ត King 
County មៅ Renton ឬអាគារចុះម ម្ ះមោះម ្្ន តបដនថែ្ 
មៅទី្ករុង Seattle ។ 

្តរូវការចុះម ម្ ះ?
  
មានវ ិ្ ី 3 យ៉ាងម�ើ្្បីចុះម ម្ ះមោះម ្្ន ត៖

• ្បសិនមបើអ្នកមានប័ណ្ណមបើកបររ�ឋា Washing-
ton បច្ចុប្បន្ន ឬប័ណ្ណសំគាល់ខលេួនរ�ឋារបស់អ្នក 
សូ្ចុះម ម្ ះតា្អីុន្ឺមណត!

• មផញើទ្្ង់ដបបបទចុះម ម្ ះោនរួ្ បញ្ចូ លមៅក្នុងេ័ត៌មានមនះ
ស្មាប់កញ្ច ប់អ្នកជួល។

• មៅមដ្យផ្្ល់មៅកាន់ទីស្្ន ក់ការកោតា លមោះម ្្ន ត King 
County មៅ Renton ឬអាគារចុះម ម្ ះមោះម ្្ន តបដនថែ្ 
មៅទី្ករុង Seattle ។

្តរូវចងចំាថា 
បតាូរអាសយដ្ឋា នរបស់អ្នកយ៉ាងតិច 
29 ថថងៃ្ុនថថងៃមោះម ្្ន ត។ េិនិត្យម ើ្
ល្បតិទិនរបស់អ្នកមោះម ្្ន ត។

https://weiapplets.sos.wa.gov/myvote/?Org=SDCI#/login
mailto:elections@kingcounty.gov
https://weiapplets.sos.wa.gov/myvote/?Org=SDCI#/login
http://www.kingcounty.gov/depts/elections


접어서 봉하거나 봉투를 사용

반
으

로
 접

음

지침

이 양식을 사용해 투표 등록을  
하거나 현재의 등록 상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검정 펜 또는 파란색 펜을 사용해 모든 
정보를 인쇄체로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작성된 양식을 해당 카운티의 선거 
사무소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주소는 
뒷면 참조).

기한  
이 등록 양식은 선거일 4주 전 월요일 우편 

소인까지 다음 선거에 대해 유효합니다.

투표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투표 옵션은 해당 
카운티의 선거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공개 정보 
이름, 주소, 성별 및 생년월일은 공개 
정보입니다.

알림 
본인이나 본인의 유권자 등록 자격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C급 중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5년의 구금 
또는 최대 $10,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 사무소 
이 양식을 공공 혜택 사무소에서 받은 
경우, 어디에서 양식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밀 정보로 유지되며 유권자 등록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거부했는지 
여부는 공공 혜택 사무소에서 받는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은 기밀 정보로 
처리됩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투표 등록 권리 또는 등록 
결정 여부와 관련한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워싱턴 주 
선거부(Washington State Elections 
Division)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이 양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워싱턴 주 선거부에 연락해 주십시오.

웹 사이트   www.vote.wa.gov 
전화          (800) 448-4881 
이메일        elections@sos.wa.gov 
우편        PO Box 40229 
        Olympia, WA 98504-0229

성        이름 중간 이름

생년월일(월/일/연도)                                               남성        여성

워싱턴 내 거주 주소  아파트 번호 

도시  우편 번호

우편 주소(다른 경우) 

시  주 및 우편 번호

전화 번호(선택 사항)     이메일 주소 (선택 사항)

1 개인 정보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 이 양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오  본인은 미국 시민입니다. 

  예   아니오  다음 선거 기간에 본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

2 자격

  예   아니오   본인은 현재 군 복무 중입니다.  
주방위군 및 예비군(National Guard and Reserves) 포함,  

복무로 인해 배우자 또는 가족과 타지에 거주

  예   아니오  본인은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3 군복무/해외 거주 여부

워싱턴 주 운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 사회 보장 번호 마지막 네 자리 사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xxx-xx-

4 신원 - 워싱턴 주 운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신분증

이러한 정보는 필요 시 현재의 등록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전의 성        이름 중간 이름

이전의 거주 주소        시 주 및 우편 번호

5 이름 또는 주소 변경

날짜 
기재

여기에  
서명

본인은 이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미국 시민 이며, 

본인이 투표할 다음 선거일이 되기 전 최소 30일까지는 워싱턴 내 주소에 거주할 것이고, 본인의 

나이는 다음 선거 기간에 18세 이상이 될 것이며, 본인은 법원 명령에 따라 투표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으며, 워싱턴의 중범죄 선고와 관련해 교정 부서(Department of Corrections)의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6 선언

워싱턴 주 유권자 등록 양식 

www.myvote.wa.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공무용:

12 / 2014



보통 우편 
우표 필요

반
으

로
 접

음

반
으

로
 접

음

다음 중 해당하는 카운티 선거 사무소 주소를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PO Box 40229 
Olympia, WA 98504-0229

return address: 
PO Box 40229, Olympia, WA 985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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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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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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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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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llam County
223 E 4th St, Ste 1 
Port Angeles, WA 98362 
(360) 4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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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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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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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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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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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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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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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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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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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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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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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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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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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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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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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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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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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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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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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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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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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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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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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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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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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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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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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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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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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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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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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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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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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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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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