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임차인(이름(들)):
임차인 주소:

임대료 지불 또는 거주지 퇴거 14일 전 통지
귀하는 임대주가 다음 연체된 임대료, 공과금 및/또는 정기적으로 반복 부과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임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납부 금액? 해당 월?(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

달러 금액

☐

해당 기간 월 임대료(월 기재):

$

해당 기간 공과금(월 기재):

$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되는 기타 정기적으로 반복 부과되는 해당
기간 요금
(월 기재):

$

☐
☐

$

총 납부액
기한일!

법률 지원

귀하는 이 통지서 송달 후 14일 이내에
임대주에게 총 납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거주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주법은 귀하에게 법정 대리권을 제공하며, 귀하가
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 임차인인 경우 법원에서는
귀하를 무상으로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에게 납부할 모든 지불액은 먼저 이
통지서에 표시된 총 납부액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 임차인이라고
생각되고 귀하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통지서 송달 후 14일 이내에 이 통지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법 절차로 인해 귀하는
거주지에서 퇴거될 수 있습니다.

•

Eviction Defense Screening Line(퇴거 방지
심사 라인)
855-657-8387

납부 방법

•

온라인 신청: nwjustice.org/apply-online

임대 계약에서 허용하는 모든 결제 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현금, 자기앞 수표,
우편환 또는 기타 인증된 자금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지원처
•

2-1-1로 전화

•

Northwest Justice Project CLEAR
핫라인(킹카운티 이외): 888-201-1014, 평일
오전 9시 15분–오후 12시 15분 또는 60세 이상
고령층: 888-387-7111

•

유용한 추가 정보 확인: washingtonlawhelp.org

임대 지원 및 번역
워싱턴주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법무부)은 이 통지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귀하의 임대료 지불에
도움이 되는 가용한 지원처 정보를 웹사이트
atg.wa.gov/landlord-tenant에 게시했습니다.
주법은 귀하에게 법원에서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공합니다.
소유주/임대주 서명

분쟁 해결
사법 절차가 발생하기 전에 임대료 미납 분쟁을
지원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중재 서비스는 주 전역의
분쟁 해결 센터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분쟁 해결 센터 조회: resolutionwa.org
날짜:

총 납부액을 지불해야 하는 곳: 소유주/임대주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14일전 통지, RCW 59.18.057, 개정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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