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재정 지원 명령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  

귀하의 재정 상황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귀하는: 

 신규 자녀 양육비 명령을 요청하거나, 또는  

 신규 배우자/파트너 지원비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명령을 요청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COVID-19로 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긴급 규칙 13에 의거, 귀하의 

사건을 지금 개시하고 법원에 서류를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개시하려면, 다른 사람이 귀하의 미 제출(unfiled) 법원 양식의 복사본을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우편 송달해야 합니다:   

 귀하 자녀의 상대측 부모,     

 귀하의 이전 배우자 또는 파트너, 또는  

 지역 아동 지원 부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아동 지원 부처가 개입된 경우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요! 양식을 가능한 한 빨리 우편 송달하십시오. 새로운 규칙에 의거 법원이 재정 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귀하가 미 제출 양식을 우편 송달한 날짜로부터만 실효성을 발휘합니다. 

무료 도움: 모든 카운티에는 절차를 설명하고 양식 작성을 도와주는 가족법 조력자가 

있습니다. 카운티 상황에 따라, 해당 조력자 서비스가 여전히 제공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 카운티의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지역 아동 지원 부처: Local Child Support Agency(지역 아동 지원 부처)가 귀하의 사건에 
개입된 경우, 해당 부처가 귀하의 자녀 양육비 삭감을 돕거나 면허 정지 등과 같은 다른 
사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지원 부처를 찾아보세요. 

 

지역 아동 지원 부처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 



1.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다음 양식을 작성한 후, 날짜를 적고, 양식에 서명하십시오:   

 명령 요청서 (양식 FL-300) 

 수입과 지출 신고서 (양식 FL-150) 

법원이 귀하 사건에 대한 자녀 양육비 명령 및 판결을 이미 내렸다면 (예를 들어, 양식 FL-180 

또는 FL-250), 다음 양식도 작성하십시오:   

 주소 확인 신고서–자녀 양육권, 방문권 또는 자녀 양육비 명령에 대한 판결 후 변경 요청 

(양식 FL-334) 
 

2. 복사본을 만드십시오.  

각 양식 별로 3 부의 복사본을 만드십시오. 

나중에 제출할 서명한 원본 양식은 잘 보관하십시오. 

3. 다른 사람을 통해 미 제출 양식을 우편 송달하십시오. 

송달인(귀하가 아닌 18세 이상의 성인)이 양식의 복사본 1 부를 상대측(귀하 자녀의 

상대측 부모 또는 귀하의 이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우편 송달합니다.  

주: 법원이 귀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았고, 상대측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상대측 

대신 해당 변호사에게 복사본을 우편 송달하십시오.   

송달인은 다음을 우편 송달해야 합니다: 

 미 제출 양식의 복사본 1 부  

 명령 요청에 대한 응답 진술서 기입 양식 1 부 (양식 FL-320)  

 수입과 지출 신고서 기입 양식 1 부 (양식 FL-150) 

그 후 송달인은 양식 FL-335(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4. 법원에 양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법원에 다음을 제출하십시오:  

 과정 1에 명시된 양식의 원본 + 복사본 2부, 그리고    

 양식 FL-335의 원본 + 복사본 1부 

귀하의 지역 법원이 문을 닫은 경우, 다음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제출(e-file),  또는 

 서류 투입함 제출  

우편이나 서류 투입함을 이용 제출할 경우, 우표가 붙은 주소 적힌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 서기가 양식 제출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귀하가 수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양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우편 송달하십시오.   

법원이 귀하가 제출한 복사본에 “제출됨(FILED)”이라는 도장을 찍어 귀하에게 반송할 것입니다. 

송달인을 통해 제출된(FILED) 양식의 복사본을 상대측에게 우편 송달하십시오. 

다음 절차를 밟으십시오: 

 송달인(귀하가 아닌 18세 이상의 성인)이 제출된(FILED) 양식의 복사본을 상대측에게 

우편 송달합니다.  

 그 후 송달인은 이 제출된(FILED) 양식에 대한 신규 양식 FL-335(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귀하는 신규 양식 FL-335의 원본 + 복사본 1부를 법원 출두일 전에 제출합니다. 

 

지역 아동 지원 부처가 개입된 경우… 

 

1.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다음 양식을 작성한 후, 날짜를 적고, 양식에 서명하십시오: 

 명령 요청서 (양식 FL-300) 

 수입과 지출 신고서 (양식 FL-150) 

법원이 귀하 사건에 대한 자녀 양육비 명령 및 판결을 이미 내렸다면 (예를 들어, 양식 

FL-630), 다음 양식도 작성하십시오:   

 주소 확인 신고서–자녀 양육권, 방문권 또는 자녀 양육비 명령에 대한 판결 후 변경 

요청 (양식 FL-334) 

 

 



2. 복사본을 만드십시오. 

각 양식 별로 5 부의 복사본을 만드십시오.   

나중에 제출할 서명한 원본 양식은 잘 보관하십시오. 

3. 다른 사람을 통해 미 제출 양식을 우편 송달하십시오. 

송달인(귀하가 아닌 18세 이상의 성인)이 지역 아동 지원 부처에 다음을 우편 

송달합니다: 

  미 제출 양식의 복사본 2 부 

 명령 요청에 대한 응답 진술서 기입 양식 1 부 (양식 FL-320)  

 수입과 지출 신고서 기입 양식 1 부 (양식 FL-150) 

그 후 해당 부처가 귀하의 미 제출 양식의 복사본 1부와 상기 명시된 기입 양식들을 상대측에 

우편 송달합니다.  

그 후 송달인은 양식 FL-335(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4. 법원에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법원에 다음을 제출하십시오.  

 과정 1에 명시된 서류의 원본 +  복사본 3 부, 그리고 

 양식 FL-335의 원본 + 복사본 1 부 

귀하의 지역 법원이 문을 닫은 경우, 다음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우편 제출,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제출(e-file), 또는  

 서류 투입함 제출  

우편이나 서류 투입함을 이용 제출할 경우, 우표가 붙은 주소 적힌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5. 제출된 양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우편 송달하십시오. 

법원이 귀하가 제출한 복사본에 “제출됨(FILED)”이라는 도장을 찍어 귀하에게 반송할 것입니다. 

송달인을 통해 제출된(FILED) 양식의 복사본을 지역 아동 지원 부처에 우편 송달하십시오.  

다음 절차를 밟으십시오:  



 송달인(귀하가 아닌 18세 이상의 성인)이 제출된(FILED) 양식의 복사본 2 부를 지역 

아동 지원 부처에 우편 송달합니다. (해당 부처가 복사본 1부를 상대측에 우편 송달할 

것입니다.)  

마감일: 송달인은 귀하의 법원 출두일로부터 적어도 30 일 이전에 이러한 복사본을 

반드시 우편 송달해야 합니다.  

 그 후 송달인은 이 제출된(FILED) 양식에 대한 신규 양식 FL-335(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귀하는 신규 양식 FL-335의 원본 + 복사본 1부를 법원 출두일 전에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