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사태령 

퇴거 유예와 월세 동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0 년 4 월 9 일   

2020 년 3 월 24 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주민을 보호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 비상사태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 19 

전염병에 관련된 상황으로 월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의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의 퇴거소송에 대한 임시 유예가 있고 주거용 임대에 대한 월세 

인상의 임시 유예가 있습니다.  2020 년 3 월 27 일, 뉴섬 주지사는 주거용 임대의 퇴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 N-37-20 을 발령하였습니다. 2020 년 4 월 6 일, 캘리포니아 

사법의회는 불법유치 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1 호를 발령하였습니다. 귀하가 

두가지 명령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퇴거 금지조항 (주거용 임대와 상업용 임대) 

• 코로나 19 전염병과 관련된 상황으로 월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주거용이나 상업용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주인이 불법유치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 세입자는 월세 납부 불능의 이유와 코로나 19 전염병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o 코로나 19 와 관련된 직장폐쇄, 시간 단축, 활동 단축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 

o 학교 휴교로 인한 육아지출비용 

o 코로나 19 병으로 관련되거나 코로나 19 병에 걸린 세입자의 가족원을 간호한 

것과 관련된 헬스케어 비용 

o 정부 명령 비상사태 조치에서 발생한 적절한 지출비용 

• 캘리포니아 사법의회는 주까지 제약조항을 확장하였고, 공공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불법유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상업용 세입자가 월세 납부일로부터 적어도 14일 전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는 

통지문을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4월 월세는 예외이고, 그 경우 통지서는 실행 

가능하자마자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2020년 4월 30일까지 유효하지만 

필요하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면, 월세 납부일 이전이나 이후 7일을 

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내에 통지문을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월세 연기를 

뒷받침할 서류는 체납월세의 납부일까지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필요하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연기된 체납월세를 납부하기 위해 비상사태의 

만기일로부터 12 개월까지 시간이 있게 됩니다. 

• 이 금지조항은 발효일 전에 제기된 퇴거소송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비상사태 기간동안 월세가 연체되면, 집주인은 연기된 월세를 수금하기 위해 미납 

월세에 대한 연체료, 수수료, 이자를 부과하거나 수금할 수 없으며, 괴롭히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월세 인상 금지/ 월세 동결: (주거용 임대만) 

• 월세 인상 통지서를 이전에 송달한 것과 상관없이 2020 년 3 월 24 일부터 월세 동결이 

유효합니다.  

• 명령이 만기된 이후 인상이 유효하더라도, 비상사태령이 만기될 때까지 집주인은 새로 

월세 인상을 하지 못합니다.  

• 2020 년 3 월 25 일부터 비상사태령의 만기일 동안 발부한 월세 인상은 명령이 만료된 

후 다시 발부해야 합니다.  

• 월세 동결은 글렌데일 시의 전체 주거용 임대에 적용되지만, 1995 년 2 월 1 일 이후 

신축한 아파트와 개인 콘도유닛,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연장 체류용으로 임대한  

부수주택유닛과 호텔객실에 적용됩니다.  

 

 

월세 동결은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유효하지만 필요하면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최근 소식과/혹은 변동사항은 시정부 웹사이트 www.glendaleca.gov 에 

게시됩니다.  

월세 동결과 퇴거 유예에 대한 질문은, (818) 548-3926 으로 전화하거나 

Rent@glendale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http://www.glendaleca.gov/
mailto:Rent@glendale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