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OF WASHINGTON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IVISION OF CHILD SUPPORT (DCS)

공소시효 포기
Waiver of Statute of Limitations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판결이 진행됩니다. 공소시효는 판결이 강제로 이루어지거나 징수될 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부채가 “만료”되며 이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부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양육비 지원 명령이 입력된 날과 장소, 강제적 조치가 발생한 주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양육비 책임의 상태와 양육비 지불 명령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구하기 원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
저는 경감되거나 지연된 지불 계획을 고려하여 제가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의 징수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 방어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포기 문서에 기재된 모든 자녀의 다른 부모를 위한 배우자 지원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경우, 본 포기는
이 부모에 대해 제가 책임을 가지는 배우자 지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포기는 아래의 자녀에 대한 제 지원 부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포기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1. 현재 또는 차후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지원 부채. 명령이 되었으며 DCS가 나의 아동지원명령을 강제하는 경우
여기에는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지원, 의료지원, 배우자 지원(이혼수당)이 포함됩니다.
2. 모든 공소시효 방어는 RCW 4.16.020, RCW 4.56.210 또는 RCW 6.17.020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3. 시간 DCS를 제한하는 모든 다른 워싱턴 주의 법령과 다른 주의 법령은 내 지원 부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포기는 특정 법령에 의해 현재 금지되는 판결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DCS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어떤 지원
부채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본 포기 각서는 현재 제가 가지는 지원 의무의 총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포기 각서는 제가 지원 부채를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 DCS가 저에게서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본 포기 각서는
공소시효로 인한 손실로부터 지원 부채를 보호하지만 다른 방어수단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RCW 74.20A.220에 따르면
저는 이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포기 각서는 DCS가 서면으로 해지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워싱턴

날짜

에서 서명

서명

보낼 곳:
DIVISION OF CHILD SUPPORT
PO BOX 11520
TACOMA WA 98411-4420
팩스: 866-668-9518
회신 시 참조 사례 번호:

인종, 피부색, 국적, 신념,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 서비스 또는 각종 프로그램 활동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 양식은 요청 하에 다른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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