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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해당 지역 내 (수혜 자격이 있는 서비스에 한해서) 
저가 또는 무료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는 Coordinated 
Legal Education, Advice and Referral (CLEAR) system for 
Washington State로 문의하십시오.

CLEAR 
888-201-1014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www.washingtonlawhelp.org를 
방문하십시오.

법률 
n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UIFSA) RCW 

26.21A

n	Section 459A(a) of Title IV-D of the Social Security Act 
42.USC 659A(a)

다른 주들의 문의처는  
www.acf.hhs.gov/programs/css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원 
www.courts.wa.gov/ 

Division of Child Support(아동양육비 부서)
www.dshs.wa.gov/dcs/ 

이메일 
DCS-CRU@dshs.wa.gov

국제 아동양육비에 관한 질문 
ocseinternational@acf.hhs.gov 

 
또는
travel.state.gov

Division of Child Support Offices 
(아동양육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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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비 부서에 양육비 명령서를 
신청하고 싶으시면, 지역 아동양육비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800-442-KIDS 
(5437)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hildsupportonline.wa.gov

http://www.washingtonlawhelp.org
http://www.acf.hhs.gov/programs/css
www.courts.wa.gov/
mailto:ocseinternational%40acf.hhs.gov?subject=
http://travel.state.gov


상대 부모가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상대 부모가 다른 주에 거주할 경우 DCS(Division of Child 
Support)는 임금 및 건강보험료 원천징수 통지서를 그 부모의 
고용주에게 바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DCS는 다른 주들에게 양육비 명령서 집행을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주에게 지원 요청서를 발송할 
때 명령서 집행 방법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각 주마다 
아동양육비에 관한 고유의 법과 정책이 있습니다. 

DCS는 또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양육권 보유 부모를 
대신하여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DCS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워싱턴주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분에게 DCS는 이미 
양육비 징수를 지원해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DCS는 상대 
부모의 주소나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갱신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CS의 조치로 인하여 본인이나 본인 가정의 자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되시면, Community Services Office 에게 연락하여 
“DCS에 협조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소나 다른 정보를 상대 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DCS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줄 것을 다른 주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분에 한하여 서면 요청 시 DCS
가 집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신청서는 https://www.dshs.
wa.gov/esa/faq?field_topic_value=childservice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DCS가 다른 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상대 부모의 
다음과 같은 조치가 양육비 징수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n	잦은 이직.

n	잦은 거주지 이전.

n	실직 상태인데도 실업 수당을 받지 않음.

n	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n	자영업.

n	공적 지원 수령.

n	교도소 또는 재활 시설 입소.

n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주.

n	인디언 보호구역 또는 신탁 토지에 위치한 인디언 부족, 
부족 기업, 또는 인디언 소유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수락.

다른 주의 양육비 징수 노력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양쪽 주 모두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을 점검하여 상대 
부모의 주소와 자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요금을 받습니까?
양육권 보유 부모가 TANF 또는 AFDC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DCS가 $500 달러 이상을 해당 회계 연도에 
양육비 신청 가족에게 지출한 경우, DCS는 각 연방 회계 
연도(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25 달러씩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다른 주로부터 양육비 징수 지원을 제공 받은 경우에 
서비스 요금을 청구 받거나 서비스 비용 보전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부모 또는 양육권 보유 부모에게 
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 요금이 양육비 
지급 부모로부터 징수한 양육비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가 양육비 지급 금액 또는 상대 부모가 
본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생활비보조(back support)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각 주는 다른 주가 작성한 명령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주는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단 하나의 명령서만 집행합니다. 
양 부모는 월 아동양육비 금액의 변경을 언제든지 청원할 수 
있습니다.

상대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할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그렇습니다. DCS는 여러 해외 국가들과 국제 공조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외 국가를 조회하시려면, 저희에게 
1-800-457-6202로 전화해주십시오. 

아동양육비 명령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상대 부모가 워싱턴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명령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집행 서비스 신청서를 
받으시려면, 800-442-KIDS (5437)로 전화하시거나 이 안내서 
뒷면에 적힌 가장 가까운 사무소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
(http://www.dshs.wa.gov/esa/child-support-find-an-office)으로 
신청하십시오. 

DCS 기록부의 모든 정보는 기밀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친척, 친구 또는 법률 대리인)을 시켜서 귀하 대신에
DCS에 전화를 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든 일반적인 질문에는 답변해드릴 수 있지만 
귀하의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신청서에 관한 특수한 세부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