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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196 K부양료를 위한 소득 원천징수 - 지침

부양료를 위한 소득 원천징수(IWO)는 아래의 경우에 소득 원천 징수에 사용되는 OMB 승인 양식입니다.
y	사회보장법 Title IV-D에 따라 집행되는 부족, 주 내부, 주 간 사건
y	199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주에서 처음 발부되는 모든 아동 부양 명령
y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1994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주에서 처음 발부(또는 수정)된 모든 아동 부양 명령

이 양식은 사회보장법 섹션 466(b)(6)(a)(ii)에 따라 장관이 정한 표준 형식입니다.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정보가 필요하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
y	이 IWO 양식 및 본 지침에서 “주”는 주 또는 준주를 의미합니다.
y	이 양식을 사용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www.acf.hhs.gov/css/resource/using-the-income-

withholding-for-support-form-dos-and-do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발신자 정보: (발신자가 작성한) 필드 1a-1d에서 하나의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1a. 부양료를 위한 소득 원천징수 명령서/통지서(IWO). 이것이 최초 IWO인 경우,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1b. 수정 IWO. 이 양식이 이전의 IWO를 수정하는 것일 경우,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IWO에 대한 모든 변경은 수정 
IWO를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1c. 일시불 급여에 적용되는 일회성 명령서/통지서.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이 IWO에 일시불 급여에 대한 일회성 징수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체크한 경우, 원천징수 금액 
섹션의 필드 14, ‘일시불 보수’에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향후 일시불 보수에 대해 징수하려면, 추가 IWO가 발부되어야 
합니다.

1d. IWO의 종료. 아동 부양 명령에 따른 소득 원천 징수를 중단하려면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올바른 IWO를 종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관련 식별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1e. 날짜. 이 양식의 작성 및/또는 서명 날짜.

1f. 아동 부양 집행(CSE) 기관, 법원, 변호사, 사적 개인/단체(하나에 체크하세요). 어느 단체가 IWO를 보내는지 
표시하려면, 해당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이 IWO가 주 또는 부족 CSE 기관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CSE 기관이 
지불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양식의 사본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발신자는 CSE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www.acf.hhs.gov/programs/css/resource/state-income-withholding-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 
참조).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 참고 사항: 이 IWO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IWO를 
거부하고 발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y	IWO에서 주 지불금 관리 부서가 아닌 다른 사람(예: 양육 당사자, 법원 또는 변호사)에게 해당 금액을 

보내도록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에게 지시하는 경우 각 주는 아동 부양료 징수 및 지급을 위한 중앙 기관인 
주 지불금 관리 부서(SDU)를 운영해야 합니다. 예외: 법원, 변호사 또는 사적 개인/단체가 이 IWO를 발부하고 
최초 아동 부양 명령1994년 1월 1일 이전에 내려졌거나, 부족 CSE 기관이 해당 명령을 발부한 경우, 고용주/
소득 원천징수자는 양식상의 지불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y	양식에 고용주가 원천 징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y	양식이 수정되었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y	원천징수할 금액이 달러 금액이 아닌 경우.
y	발신자가 IWO에 OMB 승인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y	기초가 되는 명령서의 사본이 필요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호사나 사적 개인/단체로부터 이 문서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 원천 징수를 승인하는 조항이 포함된 기본 부양 명령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https://www.acf.hhs.gov/css/training-technical-assistance/using-income-withholding-support-form-dos-and-donts
https://www.acf.hhs.gov/css/training-technical-assistance/using-income-withholding-support-form-dos-and-donts
https://www.acf.hhs.gov/css/contact-information/state-income-withholding-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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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 주/부족/준주. 이 양식을 보내는 주 또는 부족의 이름. 이것은 CSE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부족 정부가 승인한 
주의 정부 기관 또는 부족 기구여야 합니다. 다른 부족을 대리하여 이 양식을 제출하는 부족인 경우에는 필드 1i를 
작성하십시오.

1h. 송금 ID(지불 포함).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이 IWO를 위해 해당 금액을 송금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송금 
정보 섹션, 필드 22에 지정된 SDU/부족 수취인에 대한 식별자. 송금 ID는 온라인 자금 이체/전자 데이터 교환(EFT/
EDI) 기록에 사건 식별자로 입력됩니다.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 참고 사항: SDU 또는 부족이 지불금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
소득 원천징수자는 지불금을 송금할 때 송금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송금 ID는 EFT/EDI 레코드의 케이스 식별자로 
입력됩니다.

1i. 시/카운티/구역/부족. 이 양식을 발신하는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의 이름에 관한 선택 항목. 입력하는 경우, 이는 
이 양식이 발송되는 주의 정부 기관 또는 CSE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부족 정부가 승인한 부족 기구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부족이 다른 부족을 대리하여 이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다른 부족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1j. 명령 ID. 구체적인 아동 부양 의무와 관련된 선택 사항인 고유 식별자. 이것은 법원 사건 번호, 문서 번호 또는 
발신자가 지정한 기타 식별자일 수 있습니다.

1k. 사적 개인/단체. 이 양식을 보내는 개인/단체, 또는 IV-D가 아닌 부족 CSE 조직의 이름.

1l. 사건 ID. 주 또는 부족 CSE 사건에 할당된 고유 식별자. 45 연방규정집(CFR) 305.1에 정의된 주 IV-D 사건에서 
이것은 연방 사건 등록부(FCR)에 보고된 식별자입니다. 각 IV-D 사건에 대해 하나의 IWO가 발부되어야 하며 고유한 
CSE 기관 사건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족의 경우 이것은 FCR 식별자 또는 기타 관련 식별자가 됩니다.

II. 고용주 및 사건 정보: (발신자가 작성)

2a.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이름. 고용주 또는 소득 원천 징수자의 이름.

2b.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주소. 도로명/사서함, 시, 주, 우편번호를 포함한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우편 주소. (이것은 근로자/채무자의 근무 장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연방 정부 기관인 경우, IWO는 연방 기관 소득 원천 징수 연락처 및 프로그램 정보
(www.acf.hhs.gov/css/resource/federal-agency-iwo-and-medical-contact-information)에 나열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2c.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FEIN.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9자리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있는 경우).

3a. 직원/채무자 이름. 직원/채무자의 성과 이름. 중간 이름은 선택 사항입니다.

3b. 직원/채무자의 사회 보장 번호. 직원/채무자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3c. 직원/채무자의 생년월일. 직원/채무자의 생년월일은 선택사항입니다.

3d. 양육 당사자/채권자의 이름. 양육 당사자/채권자의 성과 이름. 중간 이름은 선택 사항입니다. 각 IWO 양식에 
하나의 양육 당사자/채권자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하나의 IWO에 여러 양육 당사자/채권자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45 CFR 305.1에 정의된 주 IV-D 사건당 하나의 IWO를 발부하십시오.

https://www.acf.hhs.gov/css/contact-information/federal-agency-iwo-and-medical-contact-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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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 아동(들)의 이름. 아동(들)의 성과 이름. 중간 이름은 선택 사항입니다. (참고: 이 IWO가 적용되는 아동이 6
명 이상인 경우, 추가 정보 섹션, 필드 33에 추가적인 아동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십시오). 양육 당사자/채무자 
및 직원/채무자와 관련된 아동만 입력하십시오. 여러 명의 양육 당사자/채권자들의 아동(들)은 IWO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3f. 아동(들)의 생년월일. 기명된 각 아동의 생년월일.

3g. 빈 확인란 법원 스탬프, 바코드 또는 기타 정보를 위한 공간.

III. 명령 사항: (발신자가 작성)

첫 번째 필드에는 명령서를 발부한 주 또는 부족을 명시합니다. 다른 필드에는 구체적인 부양료의 달러 금액(부양 
명령서에서 직접 가져옴)과 특정 기간 동안 원천징수할 총 금액을 명시합니다.

4. 주/부족. 부양 명령서를 발부한 주 또는 부족의 이름.

5a-b. 현재의 아동 부양료. 기본 부양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예: 주, 월)당 원천징수할 달러 금액.

6a-b. 연체 아동 부양료. 기본 부양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예: 주, 월)당 원천징수할 달러 금액.

6c. 12주를 초과하여 연체되었습니까? 해당 확인란(예/아니요)을 체크하여 연체금이 12주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하십시오.

7a-b. 현재의 현금 의료 부양료. 기본 부양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예: 주, 월)당 원천징수할 달러 금액.

8a-b. 연체 현금 의료 부양료. 기본 부양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예: 주, 월)당 원천징수할 달러 금액.

9a-b. 현재의 배우자 부양료. (위자료) 기본 부양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예: 주, 월)당 원천징수할 달러 금액.

10a-b. 연체된 배우자 부양료. (위자료) 기본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예: 주, 월)당 원천징수할 달러 금액.

11a-c. 기타. 기본 명령서에 명시된 기간(예: 주, 월)당 원천징수할 기타 채무의 달러 금액. 채무에 대한 설명(예: 법원 
수수료)을 명시해야 합니다.

12a-b. 원천징수할 총 금액. 해당 기간당 총 공제액. 필드 5a, 6a, 7a, 8a, 9a, 10a, 11a의 합계는 12a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 참고 사항: 매주 또는 격주로 지불할 금액을 판단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은 월별 지불 
금액에 12를 곱한 후 그 값을 1년 중 지불 기간의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Action 
Transmittal 16-04, 주간 및 격주 급여 주기의아동 부양료를 위한 올바른 원천징수(https://www.acf.hhs.gov/
css/resource/correctly-withholding-child-support-from-weekly-and-biweekly-paycycl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cf.hhs.gov/css/policy-guidance/correctly-withholding-child-support-weekly-and-biweekly-pay-cycles
https://www.acf.hhs.gov/css/policy-guidance/correctly-withholding-child-support-weekly-and-biweekly-pay-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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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원천징수 금액: (발신자가 작성)

필드 13a~13d에서는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의 급여 주기가 필드 12b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IWO를 위해 
원천징수할 금액을 명시합니다.

13a. 주급 기간당. 직원/채무자가 매주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총액.

13b. 반월 급여 기간당. 직원/채무자가 한달에 두 번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총액.

13c. 격주 지불 기간당. 직원/채무자가 격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총액.

13d. 월 급여 기간당. 직원/채무자가 한달에 한 번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총액.

14. 일시불 지급. IWO를 사용하여 일시불 급여를 압류할 때 원천징수되는 달러 금액. 이 필드는 필드 1c에 체크한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15. 문서 추적 ID. 발신자가 할당한 것으로 이 양식에 대한 고유 식별자(선택 사항)입니다.

참고: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 이름, FEIN, 직원/채무자 이름 및 SSN, 사건 ID 및 명령 ID는 2페이지 및 이후 
페이지의 머리글에 있어야 합니다.

V. 송금 정보: (“발신자에게 반송” 확인란, 필드 25 이외에는 발신자가 작성합니다. 필드 26~29는 주법 또는 
부족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작성됩니다.)

최초 아동 부양 명령이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주에서 내려지고 수정되거나 연체된 적이 없거나 아동 부양 기관이나 
부족 CSE 기관이 집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각 주의 SDU로 전달됩니다. 명령이 부족 CSE 기관에 의해 발부된 
경우,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는 보충 정보 섹션의 양식에 있는 송금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6. 주/부족. 이 문서를 보내는 주 또는 부족의 이름.

17. 날짜 수. 주 또는 부족 법률/절차에 따라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에 대해 원천 징수를 시작해야 하는 필드 
18에 명시된 발효일 이후의 날짜 수.

18. 날짜. 이 IWO의 시행 날짜이며 “송달”, “수령” 또는 “우편” 날짜로 표시됨. 세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만 빈 줄에 
입력해야 합니다.

19. 영업일 수.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주된 고용 장소가 속한 주 또는 부족의 법률/절차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영업일의 수.

20. 가처분 소득 비율. 직원/채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비율.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은 발신인의 책임입니다. 발신자는 일정한 범위의 백분율(%)이 아닌 특정 
백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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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 참고 사항: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는 연방 소비자신용보호법(CCPA[15 USC §1673 (b)] 
또는 1)에서 허용하는 금액, 또는 2) 해당 직원/채무자의 관할권에서 허용하는 금액(즉, 해당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주에 속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법률이 허용하는 금액, 해당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부족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법이 허용하는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주 또는 부족이 허용하는 경우, 행정 비용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금액과 수수료의 합계는 IWO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별 원천 징수 한도, 시간 요건, 허용되는 고용주 수수료는, 
www.acf.hhs.gov/css/resource/state-income-withholding-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락처, 지불 주소 및 원천 징수 한도는 
www.acf.hhs.gov/sites/default/files/programs/css/tribal_agency_contacts_printable_pdf.pdf 또는 
https://www.bia.gov/tribalmap/DataDotGovSamples/tld_map.html에서 부족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법 또는 부족법에 따라 가처분 소득을 결정하고 적절한 원천 징수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 의료 보험료로 
지불한 금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은 명예 퇴직 인센티브 지급금(퇴사 지급금), 인센티브 지급, 현금 포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득 및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5 CFR 581.103을 참조하십시오.

21. 주/부족. 이 문서를 보내는 주 또는 부족의 이름.

발신자 참고 사항: 발신자는 올바른 SDU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 발신자는 SDU(필드 22), 해당 SDU 주소
(필드 23), 그리고 필요한 경우 발신자의 SDU와 다른 로케이터 코드(필드 24)를 명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OCSE
의 AT-17-07 주간(interstate) 아동 부양료 지급 처리, https://www.acf.hhs.gov/css/resource/interstate-child-
support-payment-processing 참조). 필드 1h의 송금 ID는 필드 22에 명시된 SFDU와 일치해야 합니다.

22. SDU/부족 명령 수취인. 해당 금액을 보내야 하는 SDU(또는 기본 부족 부양 명령서에 지정된 수취인)의 이름.

23. SDU/부족 수취인 주소. 해당 금액을 보내야 하는 SDU(또는 기본 부족 부양 명령서에 지정된 수취인)의 주소.

24. 로케이터 코드. 해당 금액이 송금되는 SDU 수취인 주 코드(선택 사항). 지리적 로케이터 코드는 국립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발행한 주, 카운티, 도시의 표준 코드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FIPS(연방 정보 처리 표준)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25. 발신자에게 반송 확인란.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는 이 IWO가 SDU 또는 부족 수취인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이 IWO가 이 지침의 1페이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이 확인란을 체크하고 IWO를 
발신자에게 반송해야 합니다.

26. 판사/발급 공무원의 서명. 주법 또는 부족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 IWO를 승인하는 공무원의 서명.

27. 판사/발급 공무원의 이름(정자체). 주법 또는 부족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 IWO를 승인하는 공무원의 이름.

28. 판사/발급 공무원의 직위. 주법 또는 부족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 IWO를 승인하는 공무원의 직위.

29. 서명일. 주법 또는 부족 법이 요구하는 경우, 판사/발급 공무원이 이 IWO에 서명한 날짜.

https://www.acf.hhs.gov/css/contact-information/state-income-withholding-contacts-and-program-requirements
https://www.acf.hhs.gov/css/training-technical-assistance/tribal-child-support-agency-contacts
https://www.bia.gov/bia/ois/tribal-leaders-directory
https://www.acf.hhs.gov/css/policy-guidance/interstate-child-support-payment-processing
https://www.acf.hhs.gov/css/policy-guidance/interstate-child-support-payment-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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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WO 사본 확인란. 모든 정부 간 IWO는 이 확인란에 체크하십시오. 체크된 경우,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는 
IWO 사본을 직원/채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VI.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를 위한 추가 정보: (발신자가 작성)

다음 필드들은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에게 IWO를 발행하는 데 적용되는 연방, 주 또는 부족의 법률을 참조합니다. 
주별 또는 부족 별 정보는 아래 필드에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31. 책임. IWO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에 대한 벌금 및/또는 벌금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 피고용인 
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속한 주 또는 부족의 법률/절차가 적용됩니다.

32. 차별 금지. IWO로 인해 직원/채무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하는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에 대한 벌금 및/또는 벌금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 직원/채무자의 주된 고용 장소가 속한 주 또는 부족의 
법률/절차가 적용됩니다.

33. 추가 정보. 비고용인/독립 계약자에 대한 최대 원천징수율, 소득 원천징수에 대해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채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이 IWO에 6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의 이름 및 생년월일과 같은 모든 
주별 필수 정보. 추가 정보는 양식 및 지침상의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VII. 고용 종료 또는 소득 상태 알림: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작성)

고용주는 직원/채무자의 고용이 종료되거나 소득 원천징수가 중단되거나 직원/채무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한 적이 
없는 경우, 이 섹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는 알고 있는 경우,산재보상과 같은 새로운 지불 출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4a-b. 고용/소득 상태 확인란. 직원/채무자의 고용/소득 현황에 체크합니다.

35. 종료 일자. 해당되는 경우, 직원/채무자가 해고된 날짜.

36. 마지막으로 알려진 전화 번호. 직원/채무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자택/휴대폰/기타) 전화번호.

37.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직원/채무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집/우편 주소.

38. 마지막 지불 날짜. 고용주가 SDU/부족 수취인에게 마지막 지불금을 보낸 날짜.

39. 마지막 지불 금액. SDU/부족 수취인에게 송금된 마지막 지불 금액.

40. 새로운 고용주 또는 소득 원천징수자의 이름. 직원/채무자의 새로운 고용주 또는 소득 원천징수자의 이름(알고 
있는 경우).

41. 새로운 고용주 또는 소득 원천징수자의 주소. 직원/채무자의 새로운 고용주 또는 소득 원천징수자의 주소(알고 
있는 경우).

VIII. 연락처 정보: (발신자가 작성)

42.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를 위한 발신자 연락처. 고용주/소득 원천징수자가 이 IWO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 발신자가 가족 폭력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직접적인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지 말고, 귀하를 
대신하여 연락할 다른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43. 발신자 전화번호. 연락 담당자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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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발신자 팩스 번호. 연락 담당자의 팩스 번호(선택 사항).

45. 발신자의 이메일/웹사이트. 연락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선택 사항).

46. 발신자 주소(해고/소득 상태 및 연락을 위한 주소). 고용주가 고용 종료 또는 소득 상태 통지를 반송할 하는 주소. 
고용주가 발부 기관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주소이기도 합니다.

47. 직원/채무자를 위한 발신자 연락처. 직원/채무자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 담당자의 이름.

48. 발신자 전화번호. 연락 담당자의 전화번호.

49. 발신자 팩스 번호. 연락 담당자의 팩스 번호(선택 사항).

50. 발신자의 이메일/웹사이트. 연락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선택 사항).

암호화 요구 사항:
온라인 전송을 통해 부양료를 위한 소득 원천 징수(IWO)를 전달할 때에는 데이터 보안을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 부양 기관들은은 연방 아동부양집행국이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 
방법이 FIPS(연방 정보 처리 표준) 간행물 140-2(FIPS PUB 140-2)를 준수하는 경우, 암호화된 이메일 첨부 파일 등 
다른 온라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위한 소득 원천징수 - 지침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양식을 인쇄한 후, 이 양식 지우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양식인쇄 이 양식저장

영어 버전만 온라인 입력 가능.

이 양식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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