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시간과 방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워싱턴 주 아동양육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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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HS 22-1133 KO (Rev. 12/16) Korean

법률 도움 
Northwest Justice Project Coordinated Legal Education,  
Advice & Referral (Northwest Justice Project  
조정 법률 교육, 조언 및 의뢰) (CLEAR) 시스템 (저소득자 전용)  
1-888-201-1014 또는 206-464-1519 
http://www.nwjustice.org 
 

CLEAR 
조정 법률 교육, 조언 및 의뢰 시스템 
1-888-201-1014  

1-888-201-9737 TDD 
 

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 
(워싱턴주 변호사 협회) 
가까운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으시려면 1-800-945-9722로 
문의해주십시오.  
http://www.wsba.org 
 

Washington Courts(워싱턴주 법원) 
가까운 곳에서 법적 도움을 받으시려면 1-800-945-9722로 
문의해주십시오. 
http://www.ws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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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Clinics and Legal Information(법률 클리닉 및 법률 정보)
wsba.org/atj/contact/legasst.htm
washingtonlawhelp.org
 

Division of Child Support(아동지원부)
DCS-CRU@dshs.wa.gov 
 
DCS기록의 모든 정보는 기밀 유지됩니다 어느 분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든 일반적인 질문에는 답변해드릴 수 있지만 귀하의 
서면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신청서에 관한 특수한 세부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취급하는 사무소를 
찾으려면 가까운 DCS 사무소로 
전화하거나 800-442-KIDS(5437)로 
문의하십시오.



Division of Child Support(아동지원부)가 제게 
방문과 양육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오. 워싱턴 주 법률(개정Washington 법전 74.20.040)은 
DCS에 부모와 함께 양육과 방문 문제를 처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께 접촉 금지 명령이나 가정폭력 명령으로 인하여 자녀 
방문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에게 명령의 변경에 대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양육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귀하와 상대 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귀하께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설명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양육 계획은 자녀가 각 부모와 함께 거주(생활)
하는 시간을 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법원 명령이라 함). 
부모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판사가 결정합니다. 
 
계획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 계획은 또한 자녀의 거주 장소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시간 할애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 계획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보통 이혼을 청구할 때 법원에 양육 계획을 
제출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도 양육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가정법원 조정자, 중재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에 본 과정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조정자는 카운티 서기실에 있습니다. 조정자는 양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통 “본인(pro se)” 절차에 대한 요금을 
받지만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pro se)” 법원 
소송을 한다는 말은 “직접 소송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DCS나 지역 법원, 법원 웹사이트 
(http://www.courts.wa.gov)에 문의하십시오. 법원 명부 선택.  
그 다음으로 법원 조정자를 선택합니다.

 

양육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 당사자가 
나에게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하께서 양육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상대 부모가 계획의 
조건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나 가정법원 조정자에게 
문의하여 상대 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재를 통한 분쟁 합의가 도움이 되지만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분쟁 합의: 
 

¡ 두 부모 모두에게 자발적입니다. 누구도 중재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찾아가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 훈련을 받은 중립적인 개인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 가정폭력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일부 분쟁 조정 센터(DRC)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가족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DRC가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800-280-
4770이나 가까운 DRC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Resolution Washington 
웹사이트 http://www.resolutionwa.org 역시 도움이 될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쟁 조정 센터 
 
워싱턴 동부 
 

¡ Inland Mediation Center  
 (Spokane 카운티)  509-456-0103
 

¡ Fulcrum Institute Dispute  
 Resolution Clinic  509-838-2799 
 
워싱턴 중부 
 

¡ Benton Franklin DRC  509-783-3325
 

¡ Yakima 및 Kittitas 카운티 DRC  509-453-8949
 

¡ Okanogan 카운티 DRC  509-826-1776 
 
워싱턴 서부 
 

¡ King 카운티 DRC  206-443-9603
 

¡ Kitsap 카운티 DRC 360-698-0968
 

¡ Lewis 카운티 DFC 360-748-0492
 

¡ 중재 및 합의 센터  
 (태평양 및 그레이  
 하버 지역 카운티)  360-249-1925
 

¡ Peninsula DRC  
 (Clallam 및 Jefferson 카운티)  360-452-8024
 

¡ Pierce 카운티 분쟁 조정 센터  253-572-3657
 

¡ Snohomish 및 Island 카운티의 DRC  800-280-4770
 

¡ Thurston 카운티의 DRC 3 360-956-1155
 

¡ Whatcom DRC  360-676-0122 
 
기타 유용한 그룹 
 

¡ Caring Connections (Clark 카운티)  360-823-5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