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아동 양육 프로그램

자녀를 위해 친자 관계를 설정하십시오...

모든 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모든 부모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법적인 부모를 알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친자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법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법적인 부모를 결정짓는 일은 자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보장 연금 및 재향 군인 부양 가족 수당과 같은 정부 보조금 혜택을
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료 보험을 통해 아이에게 의료 보험 보장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 및 기타 유산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주치의가 아이의 가족 전체 구성원의 병력을 알고 있으면 아이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정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적인 친자 관계를 수립하는 데에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혼인 또는 등록 동거 관계

결혼 또는 등록 동거 관계(registered domestic partnership)
로 생활 중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해당 혼인 또는 동거
관계에 의한 자녀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친자관계의
추정 근거(presumption of parentage)"가 형성됩니다. 추정
근거는 정당하게 제출된 친부 인정서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뒤집힐 수 있습니다.

• 친부 인정서

친부 인정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친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친부 인정서에는
아이의 친부모이며 친자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개인이
서명합니다. 이 문서에는 유전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부모, 추정된 부모, 또는 보조 생식을 통한 부모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주 법률은 이 문서에 서명한 개인을 아이의
법적 부모로 간주합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되기를 원하는
친부모와 다른 개인 모두 이 문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것은
공증을 받거나 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그 후, 문서를
워싱턴 주 보건부, 보건 통계 센터(DOH/CHS)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 문서와 정보, 공증, 증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하를 대신 해 DOH/CHS에 이 문서를 발송해 줄
수 있습니다. DOH/CHS는 이 문서에 서명한 부모를 출생
증명서상에 법적 아버지 또는 부모로 올리게 됩니다.

• 법원 명령

자유 의사로 진행된 친부 인정 과정 외에, 법원에서 법적
친자 관계를 결정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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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인정서 문서을 사용하여
친자 관계 수립하기
친부 인정서에 왜 서명해야 하나요?

이 문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친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귀하께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고 싶다는 점을 확신하는 경우에만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친부 인정서 문서에 서명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부모는 병원, 분만 클리닉 혹은 조산사의
도움으로 가정에서 분만 시 가정에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병원, 조산사 또는 분만클리닉
직원이 귀하의 질문에 답해줄 수 있으며, 문서 작성,
문서 공증 또는 증인 그리고 DOH/CHS로의 발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DCS 사무소, 은행 및 지역
보건부에서도 본 문서의 공증 또는 증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친부 인정서에 아이가 출생한 후 5일 이내에
서명하면, 이 문서 제출 시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서 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역 카운티
보건부 또는 DCS(아동 양육 담당 부서)에서 본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DCS 직원은 문서를
증인 또는 공증할 수도 있습니다. DCS 사무소에서
서명했다면, DCS는 이 문서를 신고하기 위해 보내고
신고비를 청구할 것입니다. 800-442-KIDS (5437)
로 전화하여 귀하에게 문서를 보냈는지 DCS에
문의하십시오.

친부 인정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부(DOH)는 신고한 친부 인정서의
공적 기록을 진행하고 보관합니다. 요청 문서를
www.doh.wa.gov에서 출력하여 친부 확인 문서 또는
적용 가능하며 내용을 채운 친부 인정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360-236-4300로 전화하여 DOH/CHS에
문의하십시오. DOH 진행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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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인정서에 서명할 때 저의 법률상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방 법률에서는 귀하께서 친부 인정서에 서명할 때
귀하에게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정보를 서면 및 구두로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 및 책임은
인정서 2페이지의 아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문서를 읽고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하십시오:
 병원, 분만 클리닉, 귀하의 지역 보건부 또는 DCS
사무소에서 비디오를 봅니다.

 800-356-0463로 전화하여 자동화된 친부 인정서
정보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문서를 귀하에게 읽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귀하께서 서면 및 구두 정보를 모두
수령하고 이해할 때까지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18세 미만이더라도 친부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서명한 친부 인정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 법률은 해당 문서에 서명한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에게도 성인과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제가 친부 인정서에 서명하기를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께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고 싶다는 점을
확신하는 경우에만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
인정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도, 친자 관계
성립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에
대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DCS에 문의하십시오. DCS
에서는 귀하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DCS는 무료 친자 검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참고합니다. 친자 관계 수립 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1-800-285-1892의 DCS 자발적 친자
관계 검사 프로그램 (VPTP)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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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인정서에 서명한 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친부 인정서에 서명한 부모 또는 친자 관계 부인서에
서명한 사람은 서명 후에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출생 기록에서 귀하의 이름을 지우는 것에 대한 법적
용어는 “철회”입니다. 귀하는 반드시 친자 관계 철회
문서 또는 거부서를 작성하고 보건부와 보건 통계
센터에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DOH/CHS가 문서를
신고한 뒤 최대 60일 이내 또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친자 관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친자 관계 철회 문서를
DOH/CHS에 신고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친부모 인정서 무효화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까?

친자 관계 철회 양식을 스스로 제출하거나,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 철회 양식을 한 번 완성하면, DOH/CHS는 출생
증명서에서 두 번째 부모의 이름을 제거합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DOH/CHS에서 인정서를
접수 처리한 날 이후 61일 이상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부모는 법원에서 친자 관계의 인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의 부정 또한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정서 또는 거부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 소송을 하려는 경우, 제한된 사유들이
있어야 법원에서 귀하의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기, 강요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으로 인해
인정서 또는 거부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친부 인정서 또는 부권 거부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그 문서가 DOH/
CHS에 제출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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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부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등록 동거 관계에 들어가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친부모가 임신 중에 결혼하거나 등록 동거 관계에
들어가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가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 기간 또는 등록 동거 기간 중

 혼인 또는 등록 동거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친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가 두 번째 부모로서
다른 개인 서명을 남기는 데에 동의하면, 해당 개인은
친부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가 부권 거부서(Denial of
Paternity)에 서명을 해야만 친부 인정서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원에서 친자 관계의 수립하기
법원에서 친자 관계를 수립하려면
언제 해야 합니까?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거나
부모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친자 관계를 수립해야 할 다른 이유:

 한쪽 부모가 인정서에 서명할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여성의 남편 또는 동거 파트너가 부권 거부서에
서명하기를 내키지 않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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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친자 관계 소송 건을 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DCS에 친자 관계 수립 서비스 개시를 신청하면 주에서
귀하의 자녀에 대해 친자 관계 케이스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CS(전화 800-442-KIDS (5437)
또는 가장 가까운 DC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DCS에서 귀하의 사건을 받아 주면, 저희는 귀하의 사건을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게 회부합니다. 검찰 측에서는 귀하의
자녀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며, 법정에서 귀하를 변호하거나
귀하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귀하의
친자 관계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는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부 보조금 또는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저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DCS는 특정한 지역 관련 사건인 경우, 친자 관계
수립을 위해 일부 지역 법원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법정에서의 변호는
변호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DCS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에
친자 관계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친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주에서 친자 관계 설정을 하고자 는 경우, 카운티의 검사는
보통 아버지 또는 부모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문서를 발부합니다. 검사 또는 법원이 어머니,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친자 관계 수립 명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란 무엇이며 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유전자는 우리 신체 조직의 일부입니다. 이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내려온 특성들을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를 비교하는 검사입니다. 특정한 유전자가
일치하면 해당 부모와 자녀는 서로 친족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친자 관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매우 정확합니다.
조직은 구강 내부를 면봉으로 닦아서 수집하며,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부모 및 자녀의
조직의 여러 부분을 검사합니다. 유전자 검사실에서는 해당
남성이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힌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법원에서는 대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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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친자 관계를 수립
할 경우 비용이 있습니까?

 카운티 검사가 DCS 건에 대해 법원에서 친자 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친자 관계 수립과 관련된 다른
비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법정
수수료는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유전자 검사 비용 또는 다른 법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알아야 할 추가 사항들
양육권이나 방문권과 같이 부모로서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오직 법원에서만 법적 양육권과 방문권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육 계획서/동거 일정표(Parenting
Plan/Residential Schedul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귀하
및 다른 한쪽 부모가 양육권 또는 방문권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변호사, 중재인, 법원 간사
(court facilitator)에게 연락하십시오.
 중재인과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 Washington
Dispute Resolution Center(전화 800-280-4770)으로
문의하십시오.

 법원 간사를 찾으려면 현지 상급 법원 서기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DCS에 전화하여 다음 제목의 브로셔를 요청
하세요. “내 자녀를 볼 수 있으려면 또는 더 자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 양육비, 방문권 및 양육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친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주에 거주하는 부모는 친부 인정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및 타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당 주와 DCS가 협력하여 친자 관계 명령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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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또는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800-442-KIDS (5437)로 전화하거나 본 팸플릿
뒷면을 보시면 가까운 DCS 사무소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CLEAR (Coordinated Legal Education, Advice and
Referral system)로 전화 하세요. 번호는
888-201-1014 입니다.

 킹 카운티에 거주하실 경우, 킹 카운티 변호사 협회(
전화 206-623-2551)로 연락하시면 비용이 적게 드는
법률 지원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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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사무소
Everett

800-729-7580
425-438-4800

Kennewick

800-345-9981
509-374-2000

Olympia

800-345-9964
360-664-6900

Seattle

800-526-8658
206-341-7000

Spokane

800-345-9982
509-363-5000

Tacoma

800-345-9976
253-597-3700

Vancouver

800-345-9984
360-696-6100

Wenatchee

800-535-1113
509-886-6800

Yakima

800-441-0859
509-249-6000

Headquarters

800-457-6202
360-664-5000

이메일

dcs-cru@dshs.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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