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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제 승인과 전자 자금 이체 정보 
Automatic Payment Authorization and Electronic Funds Transfer Information 

자동 결제 승인 (automatic payment authorization) 이 무엇입니까?  
자동 결제 승인은 귀하의 당좌 예금 계좌나 저축 예금 계좌에서 전자자금이체 (EFT) 방식으로 자녀 양육비를 공제해가도 
된다고 아동지원국 (DCS) 에게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1. DCS 의 월 공제일을 선택하십시오. 공제일은 요일 단위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공제일이 토요일, 일요일, 은행 휴무일, 또는 주 법정 공휴일인 경우, DCS 는 그 다음날 영업일에 결제금을 공제합니다.  
3. 공제일이 그 달의 마지막 날인데 그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DCS 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결제금을 
공제합니다.  DCS 는 공제 당일에 귀하의 사례에 해당 결제금을 적용할 것입니다.  

EFT 공제는 연방에서 명령한 임금 원천징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DCS 에서 소득 원천징수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https://secure.dshs.wa.gov/dcsonline/에서 온라인으로도 결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은행 계좌에서 자동 공제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서류의 1페이지를 잘 보관하십시오.  

이 서류의 2 페이지(자동 결제 승인서)를 작성하십시오.   

1. 공동 계좌를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계좌 소유자 두 사람 모두에게서 자동 결제 승인서의 서명을 받으십시오.  
2. 은행 계좌에 대한 무효화된 수표나 예금 전표를 첨부하십시오.  

이 서류의 2 페이지와 함께 무효화된 수표 또는 예금 전표를 다음 주소로 반송하십시오.  

 
DIVISION OF CHILD SUPPORT 
EFT PAYMENTS  
PO BOX 9010  
OLYMPIA WA 98507-9010  
또는 팩스 발송: 360-664-5109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지원 집행 담당자에게서 자동 공제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DCS 가 귀하의 은행 계좌 번호를 확인할 것입니다.   

공제 시작일과 공제 금액 확인 서한이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공제 개설에 약 30 일이 걸립니다. 
공제가 시작될 때까지 자녀 양육비를 계속 결제하셔야 합니다.  

거래 은행에서 자동 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금 부족, 결제 중지, 계좌 폐쇄 등의 이유로 거래 은행에서 자동 공제가 안 되면, DCS 는 해당 은행 계좌를 통한 
이후의 자동 공제를 취소합니다.  거래 은행에서 자동 공제가 안 되는 것 같다면, DCS (800-468-7422) 에 
전화하십시오. 

자동 결제를 중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DCS 본부(800-468-7422)로 전화하셔야 공제를 중지 또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중지 또는 변경은 은행은 할 수 없고 오로지 DCS 만 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중지 또는 변경을 위한 여유 시간을 최소 10 일 이상 두어야 합니다.  DCS 는 예정된 결제일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공제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공제 중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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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결제 승인 
 Automatic Payment Authorization 

결제 학부모의 이름 이메일 주소(임의기입란) 

사서함 또는 도로명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사회보장번호 주간 전화번호 

계좌 번호 
 당좌예금 
 저축예금 

은행 라우팅 (ROUTING) 번호 

은행명 지점 전화번호 

각 공제 액수 총 월 공제금 

매월 공제일 공제 시작일 

본인은 위 공제금이 본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 워싱턴주 지원 등록소 (Washington State Support Registry) 로 이체되는 
것을 승인합니다. 

계좌 소유자의 서명 

계좌 소유자의 서명(공동 계좌일 경우) 

FOR DCS USE ONLY (DCS 만 사용) 
BASIC INDIVIDUAL NUMBER IV-D CASE NUMBER DCS OFFICE 

 
무효화된 수표 또는 예금 전표를 첨부하세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신념, 종교,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고용, 서비스 또는 각종 프로그램 활동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 양식은 요청 하에 대체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