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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및 친척
여러분과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보장 - 사회보장 은퇴 연금 및 장애 복지 연금, 사회
보장 번호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1-800-772-1213 (TTY 1-800-325-0778)
웹사이트: www.ssa.gov

• 워싱턴 독극물관리센터(WAPC)는 독극물에 노출되는 경
우 즉시 365일 내내 무료로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 및 상
담 및 지원을 해 드립니다. 모든 통화내용은 비밀이 보장
됩니다.
 

전화: 1-800-222-1222
웹사이트: www.wapc.org

• 킨쉽 내비게이터스(Kinship Navigators)는 해당 지역사
회에서 혜택 및 서비스를 받
기 위하여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척들에게
정보 및 도움을 드리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입니다.
킨쉽 내비게이터스는 대부분
의 워싱턴주 지역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트리벌 내비
게이터스(Tribal Navigators)는
선택된 부족에게 도움을 줍
니다.
 

전화: 1-800-422-3263
또는 360-725-2556
웹사이트: www.dshs.
wa.gov/altsa/kinship-care-
support-services. 

• 아이를 키우는 친척들을 위
한 지역 지원 단체:
 

전화: 1-800-422-3263
또는 360-725-2556
웹사이트: www.dshs.wa.gov/kinshipcare (“Support Groups를
클릭하고 해당되는 주나 도시를 선택하십시오)

• WithinReach 핫라인은 건강 보험, 영양, 예방접종, 탁아,
아동 발달 및 장애 아동 등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의 아동
양육에 관련된 많은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추천도 해드립니다.
 

 전화: 1-800-322-2588 (TTY 711)
 웹사이트: www.parenthelp123.org(가족들은 혜택
검색기(benefit finder)를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43,000명 이상의 조부모와 그 밖의 친척들이 아이
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DSHS) 그리고 기타 공공
기관 및 민영 기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혜택,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 Washington Connection 웹사이트는 TANF 보조금 및 식품
지원 등을 포함하여 DSHS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에 지원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웹사이트: www.washingtonconnection.org

• 아동 복지연맹(Alliance for Child Welfare Excellence)은
친척과 양부모 모두를 위한 무료 교육 강좌를 제공합니다.
강좌는 평일 저녁에 자주 이루어지고 주말 및 일부 온라
인 교육도 제공됩니다.
 

웹사이트: https://allianceforchildwelfare.org/resources

•  
DSHS 아동보호국:
웹사이트: www.dshs.wa.gov/CA/fos/relatives-caring-for-kids 

• 노스웨스트 저스티스 프

일반 자원 및 주정부 자원

로젝트(Northwest Justice
Project: NJP)는 웹사이트
및 수신자 부담 직통 전화
를 비롯한 무료 자립 정보
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NJP
의 합동 법률 교육, 자문 및
추천(CLEAR) 프로그램은 자
격이 되는 저소득층에게
시민들의 법적 문제에 대
하여 무료로 합법적인 지
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1-888-201-1014 - 60
세 미만이고 저소득층
대상자 킹 카운티 주민
은 206-464-1519에 전화
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
수준에 있건 간에 60세
이상이면 1-888-387-7111
로 전화하십시오.

• Washington Law Help는 워싱턴의 저소득층 및 노인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는 법정에
서 본인 스스로를 대변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
률 문제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상세 지침 및 양식이 나와
있는 법률 교육 자료 및 도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
한 이 웹사이트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 정보,
기본 자격, 연락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washingtonlawhelp.org

Melena(6세)  아동 권리 경진대회 2016.

상기 그림은 DSHS가 공동 후원하고 가족교육 지원 서비스가 조직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조부모 및 기타 친척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권리 경진대회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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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 친척에 의해 양육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건강 보험: 친척

양육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무료 워싱턴 애플 헬스
(Washington Apple Health)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인은 양육인 본인에
대하여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55-923-4633
웹사이트: www.wahealthplanfinder.org

• 수양 가족에 의해 양육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건강 보험:
주정부 부양 아동은 자동으로 워싱턴 애플 헬스(Washington
Apple Health)의 자격이 되며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동보호국이 주정부의 부양을 받게 된 아동을 직접 보건
당국에 보고합니다.

• AHCC(Apple Health Core Connections)는 외부시설에 배정받은
주정부 부양 아동의 건강 관리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AHCC
는 아동에게 어떤 서비스 또는 어떤 제공자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그리고 새로 배정받은 아동에 대한 예전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또한 워싱턴 애플 헬스 및 더 좋은 건강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은
21세 미만이고 부족을 통하여 배정을 받았거나 주정부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AHCC에 대한 자격이 됩니다.  상세
정보는 해당 아동의 사회 복지사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1-844-354-9876

• 0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에 대한아동 건강 증진 분석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연령별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성장, 발달, 안전, 영양 및 기타 양육 문제 등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1-866-397-0337
웹사이트: www.childprofile.org

• 아동 예방접종에 관한 질문답변형 개요서(Plain Talk About
Childhood Immunization) (보건부 간행물 #348-080): 부모
및 양육인을 돕기 위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해당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책자 및
기타 무료 예방접종 자료를 주문하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1-866-397-0337
웹사이트: http://here.doh.wa.gov/materials/plaintalk

• 진료 및 치과 치료에 대해 워싱턴 애플 헬스 보험을 적용해
주는 의료 센터:

 전화: 1-800-562-3022
 웹사이트: https://fortress.wa.gov/hca/p1findaprovider/
양육인은 의료 제공자가 신규 애플 헬스 환자를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Amaris(17세).  아동 권리 경진대회 2016.

재정적 도움
• TANF(빈곤가정임시부조) 아동 한정 보조금: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1차 양육인에 해당되는 친척의 경우는
매달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동과 양육인의 수입 모두가
고려되지만 아동의 재산만이 산정됩니다(아동 복지 기관이
아동을 배정한 경우에는 양육자의 수입은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사례는 공개됩니다). 또한 양육인은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양육자 본인에 대한 TANF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한정 TANF의 수혜자는 비상 거처
또는 공익 시설 필요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긴급 필요에
대한 추가 요건(AREN)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1회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CSO에게 문의하십시오.

 전화:  1-877-501-2233(해당 지역 사회 서비스 사무실을 찾는
경우)
 웹사이트: www.dshs.wa.gov/esa/esa-find-office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면 www.washingtonconnection.org를 방문하십시오.

• 친척 양육인 지원 프로그램(KCSP): 아동이 아동 복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척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음식, 주거, 의복, 학용품 등)의 대금 지불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단기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화: 노인 장기 지원 행정국(해당 지역 KCSP 사무실을
찾으려는 경우 1-800-422-3263 또는 360-725-2556)
 웹사이트: www.dshs.wa.gov/altsa/hcs/kinship-care/
benefits(Financial Help를 클릭하십시오)

• 친척 지원 서비스 자금은 주정부 부양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허가 받지 못한 친척 및 기타 승인을 받은 양육인에게 긴급
단기 자금을 제공합니다(주정부 부양 아동이란 주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아동보호국 및 담당 사회 복지사가
함께 하는 공개된 사례의 아동을 말합니다). 자금은 가구,
의복, 가스, 보증금 및 학용품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금을 이용하거나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사회 복지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양부모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http://www.childprofi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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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에 대한 사전 동의서 - 주정부 법률은 양육인이 법원
명령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 중인 아동의 진료
(치과 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포함)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은 상태에서 사전에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승인해야 하는 진료를 이해하기 위해
해당 사회 복지사와 논의해야 합니다. 상세 정보는 “Free
Publications”에서 검색하십시오. 여기에서는 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동의서: 친척 양육인 가이드(Consent to
Health Care for the Child in Your Care: A Kinship Caregiver’s Guide)
라는  제목의 안내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00-422-3263 또는 360-725-2556(사전 동의서
안내책자 사본을 받으려는 경우)
웹사이트: www.washingtonlawhelp.org/issues/family-law/non-
parents-caring-for-children 

치과 서비스
• 아동 및 성인의 치과 위치 검색:

웹사이트: www.theMightyMouth.org에는 지역별 저비용의
지역 치과 클리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 2-1-1 지역 치과 연락처 검색 시 도움을 받기 위해
정보 및 추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데 있어서 워싱턴의
어느 위치에서건 이용 가능한 워싱턴 정보 네트워크(WIN)
웹사이트: 워싱턴주 보건부의 기타 치과 건강 자원:  www.
doh.wa.gov/YouandYourFamily/OralHealth/FindingDentalCare

•  워싱턴 대학과 시애틀 아동 병원의 협력 기관인
소아치과센터(CPD)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종합적인 치과 치료 및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애플 헬스가 수용됩니다.

전화: 206-543-5800
웹사이트: www.thecenterforpediatricdentistry.com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도움
• 애플 헬스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 서비스 및 기관을 찾으려면 아래의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Washington Recovery Help Line: 정신적인 지원 및
추천에 대해서는 1-866-789-1511
웹사이트: https://www.dshs.wa.gov/bha

• 워싱턴주의 WISe(Wraparound with Intensive Services)
프로그램은 2018년에 완전하게 이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의 많은 지역에서 종합적인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ISe는 복합적인 행동 건강
장애가 있는 21세 이하 애플 헬스의 자격이 되는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www.dshs.wa.gov/sites/default/files/CA/cp/
 documents/WISeCONACTS.pdf 

• 예방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https://www.dshs.wa.gov/
bha/division-behavioral-health-and-recovery/substance-
abuse-prevention-and-mental-health-promotion을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 미성년자 물질 사용 방지에 대한 정보는 www.StartTalkingNow.
org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장애 아동에 대한 도움
• 워싱턴주 영유아 조기 지원 서비스(ESIT)는 0세에서 3

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
아동을 돌보고 있거나 아동의 발달에 우려가 되는 경우 1-800-
322-2588의 번호로 가족 건강 핫라인(Family Health Hotline)
에 전화하십시오. 아동이 ESIT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가족지원조정자(Family Resources Coordinator, FRC)
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전화: 1-800-322-2588 (TTY 711).웹사이트: www.dcyf.wa.gov/
services/child-dev-support-providers/esit

• DSHS의 발달장애부(DDA)는 지적 장애 또는 발달 장애 또는
지체가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 및 자금 지원 현황별 서비스. 이와 같은 서비스로는 개인
및 가족 지원, 개인 돌봄, 고용 지원, 낮 프로그램 및 주거 보호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DDA 사무실에 연락하려면

웹사이트:  www.dshs.wa.gov/dda를 방문하여 “Eligibility”에서
검색하십시오.

아동 보호 및 조기 학습
친척 양육인은 워싱턴주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탁아 프로그램들
중 하나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탁아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직장을 다니고 있는 양육인을 위한 WCCC(Working
Connections Child Care)

• 계절별 농업근로자를 위한 계절별 탁아지원

• 일시적으로 집이 없는 가족을 위한 무주택자 탁아지원(특정
행정구역으로 제한)

WCCC 및 계절별 탁아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들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해당 아동의
법정후견인이고 법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일을 하고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무주택자 탁아지원의 경우
양육인은 다른 탁아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으며 구직 활동 및 숙소 찾기 등과 같은 승인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주정부 부양 아동을 돌보고
있는 친척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탁아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회 복지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WCCC 및 계절별 탁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전화: 1-877-501-2233(워싱턴주 고객 서비스 센터)웹사이트:
www.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childcare/find-child-care

https://www.washingtonlawhelp.org/issues/family-law/non-parents-caring-for-children
https://www.washingtonlawhelp.org/issues/family-law/non-parents-caring-for-children
http://TheMightyMouth.org
http://www.doh.wa.gov/YouandYourFamily/OralHealth/FindingDentalCare
http://www.doh.wa.gov/YouandYourFamily/OralHealth/FindingDentalCare
https://www.thecenterforpediatricdentistry.com
https://www.dshs.wa.gov/bha
https://www.dshs.wa.gov/sites/default/files/CA/cp/documents/WISeCONACTS.pdf
https://www.dshs.wa.gov/sites/default/files/CA/cp/documents/WISeCONACTS.pdf
http://www.StartTalkingNow.org
http://www.StartTalkingNow.org
https://www.dcyf.wa.gov/services/child-dev-support-providers/esit
https://www.dshs.wa.gov/dda
https://www.dcyf.wa.gov/services/earlylearning-childcare/find-child-care


무주택자 탁아지원을 포함하여
기타 탁아지원 정보에
대해서는 Child Care Aware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1-800-446-1114
웹사이트: http://
wa.childcareaware.org/families

ECEAP(유아 교육 지원 프로그램) 및 헤드스타트(Head Start)는
친척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학교 성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진 3세 및 4세에게 무료 서비스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1-866-482-4325
웹사이트: https://www.del.wa.gov/parents-family/eceap-and-
head-start  

교육 지원
교육 민원조사부(OEO)는 학생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족과 공립 학교 간의 불만사항, 논쟁 및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OEO는 공립 학교 시스템과 관계 없이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의 학생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생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공립학교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독립적인 평가를
원하거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OEO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1-866-297-2597
웹사이트:  www.oeo.wa.gov

식품지원
• 매달 음식 혜택을 주기 위한 워싱턴의 베이직 푸드 프로그램

(Basic Food program). 연락처:

지역 CSO: 해당 지역 사회 서비스 사무실을 찾으려면
1-877-501-2233에 전화하거나 https://www.dshs.wa.gov/esa/
esa-find-office  를 방문하십시오.
지원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신청하
려면 www.washingtonconnection.org를 방문하십시오.

• 아동 영양 프로그램 - 해당 아동이 연방 소득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거나 TANF 또는 기본적인 식료품을 받고 있는
경우, 공립 및 사립 학교에서 무료 또는 할인 아침식사 및
점심식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 아동 및 성인 급식 프로그램(CACFP): 이 프로그램의 참여
기관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많은 CACFP 기관에서는 아침, 점심 및 간식을
제공합니다.  일부 공립 및 사립 학교는 정규 수업이 있는 날의
방과 후에는 간식 및/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아동을 돌보고 있는 지역의 탁아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여름 식사 프로그램: 가계
소득과 관계 없이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은 여름 계절 동안
식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무료
식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1-866-3-HUNGRY

Amanda(5세)  아동 권리 경진대회 2004.

웹사이트: www.fns.usda.gov/summerfoodrocks

•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여성, 유아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은 5세 미만의 영아, 임산부 및 산모가 건강하게
먹고, 영양에 대해 학습하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동(0세-5세)의 일차 양육인에 해당되는 친척
및 양부모는 돌보고 있는 아동에 대한 WIC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WIC는 건강에 좋은 음식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달 점검을 하는 것 이외에도 영양 교육 및 건강 검진 및 위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WIC 클리닉을 찾거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가족 건강 핫라인: 1-800-322-2588
 웹사이트: http://www.doh.wa.gov/YouandYourFamily/WIC/
Eligibility

• Statewide Family Food Line은 워싱턴주의 베이직 푸드
프로그램, 아동 무료 여름 식사, 고령자 농산물 시장 영양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식량 자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화: 1-888-436-6392

아동 지원
• 공적 부조를 받지 않고 있을지라도 아동지원부(DCS)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NF 또는 일부 종류의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DCS에 의해 사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친부권을 성립시켜 주는 DCS는 아동이 사회 보장 등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가족 병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친부권 성립이나 자녀 양육비 집행이 여러분이나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면 자녀 양육비 집행에 대한 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근거"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사회 서비스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 DCS는 이혼 판정 등과 같은 기존의 자녀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양육비 명령을 확정합니다. DCS는
부모의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양육비 의무를 정합니다. DCS는
또한 부모가 가능한 경우 자체 의료 보험으로 자녀를 돌보게
하도록 시도할 계획입니다.

모든 DCS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1-800-442-KIDS
웹사이트: www.childsupportonline.wa.gov

http://www.oeo.wa.gov
https://www.washingtonconnection.org
http://www.fns.usda.gov/summerfoodrocks
http://www.doh.wa.gov
http://www.childsupportonline.wa.gov
https://www.dshs.wa.gov/esa/esa-find-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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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주문 시 간행물 명칭, 번호, 주문자 이름, 우편물 주
소 등을 기재해 주십시오.

• 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동의서:  친척 양육인 
안내서(DSHS 22-1119). 2005-2006 워싱턴주 주의회에 의
해 통과되었고 친척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하여 기술한 법
률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PDF) 

• 조부모 및 친척 여러분여러분과 여러분이 돌보고 있
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DSHS 22-1120).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친척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자원, 혜택, 지원 서비스 영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한국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소말리아어, 스페
인어, 베트남어(PDF) 

• 양육인을 위한 교육 지원 가이드 – 양육하고 있는 아
동 및 청소년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DSHS 22-119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
고 있지 않은지 양육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
립니다. 영어 (PDF) 

무료 간행물
DSHS 간행물 번호가 찍혀있는 간행물은 워싱턴주 인쇄국(Myfulfillment.wa.gov)에
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행물 번호는 겉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간행물은 DSHS 22-1120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간행물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Fulfillment@des.wa.gov 
  전화: 360-570-5555 
  팩스: 360-664-2048 

• 친척 양육인을 위한 아동 지원 서비스 가이드(DSHS 22-
1143) 친척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DSHS 아동 
지원부(DCS)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영어 (PDF) 

• 부모로써의 친척: 워싱턴주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척을 위한 정보 안내서(DSHS 22-996). 75페이지로 구성
된 이 소책자는 친척 양육인을 위한 광범위한 정보 안내
서입니다. 영어 (PDF)

• 조부모 및 기타 비양친 양육인에게 제공되는 항목 워싱
턴주 법률 안내서(A Legal Guide for Washington State)는 
법률적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친
척을 위해 DSHS 이외의 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입니다.  
이 간행물은 www.legalvoice.org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
습니다(“Tools & Resources”를 클릭한 다음 “Family Law”
를 클릭하십시오).  친척이 아닌 사람들은 Legal Voice로
부터 10달러(배송비 포함)에 사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tinfo@legalvoice.org 또는 206-682-9552(내선 102)를 통해 
Legal Voice에  문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노인 장기 지원 행정국(Aging and Long-Term 
Support Administration)의 연락처 정보에서 워싱턴주에 대한 
Legal Voice의 법률 가이드, 관련 안내서가 포함된 법적인 선
택권 DVD 등을 포함하여 무료 정보 패키지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Shelley Arneson:  Children’s Administration/DSHS(360-902-8109 또는 shelley.arneson@dshs.wa.gov) 

• Tom Berry:  Economic Services Administration/DSHS(360-725-4617 또는 tom.berry@dshs.wa.gov) 

• Jage Curl:   Economic Services Administration/DSHS(360-725-4589 또는 jage.curl@dshs.wa.gov) 

• Kevin Cornell:  Health Care Authority(360-725-1423 또는 kevin.cornell@hca.wa.gov) 

• Hilarie Hauptman:  Aging and Long-Term Support Administration/DSHS/DSHS(800-422-3263  
 또는 360-725-2556, 또는 hilarie.hauptman@dshs.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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