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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듣고, 의견을 말하고 투표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기회입니다. 역사적인 2008년 선거 시즌이 끝난 후 워싱턴
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 속에
서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하여 의견을 말하고 자원함으로써 가장 어
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무실에서는 올해에 누구에게나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한 가지
재능이 있다는 간단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Find Your One Thing(내가 할
수 있는 일 찾기)라는 주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환경 친화적인 전
구로 바꾸거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장애인, 노인,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참여 정신”이 등록 및 투표에도 반
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온라인 등록, MyVote에서의 맞춤식
투표자 정보, 온라인 투표자 지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소스는
www.vote.wa.gov를 방문하십시오.
새로 디자인된 투표자 팸플릿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선거에서는 주 전
체에서 두 개의 투표용지 법안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
다. 하지만 올해의 선거에서는 지방 정부 지도자만 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입법 및 사법적 사안이 될 것입니다. 지방 후보자 정보가 이
팸플릿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과 참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M REED
국무장관

국무장관 투표자 정보 핫라인 (800) 448-4881
온라인 투표자 안내는 www.vote.wa.gov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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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팸플릿의 안내 아이콘
일반 정보

긴급 정보

변경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투표자용 팸플릿이 바뀌었습니다!
선거부에서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새로운 투표용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보다 개선된 디자
인으로 언제나처럼 뛰어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
다. 새로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이메일을
voterspamphlet@secstate.wa.gov .
로 보내주십시오.



워싱턴주에서의 투표
투표자 자격
투표 등록 자격 요건::
미국 시민
워싱턴주의 합법적 주민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워싱턴주, 다른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중범죄로 유
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교정국의 감독에서
해제될 때까지 워싱턴주에서 투표할 권리를 상실합
니다.
워싱턴주에서 투표 등록을 할 때 정당 가입을 선언하
지 못합니다.
등록 기한
투표 등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각 선거를 실시하
기 전에 등록 기한이 있습니다. 선거일의 29일 이전까
지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싱
턴주에서 처음 투표하는 투표자는 선거일의 8일 전까
지 해당 카운티 선거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
습니다. 해당 카운티 선거부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이
팸플릿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각 선
거 전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를 요청하십시오.
선거운동 경비 정보
공개 위원회(711 Capitol Way, Rm 206, PO Box
40908, Olympia, WA 98504-0908 소재) 또는 전화
(360) 753-1111, 이메일 pdc@pdc.wa.gov 또는
www.pdc.wa.gov 로 연락하십시오.
서비스 및 추가 지원
투표용지 투표, 투표 장소 찾기(Pierce 카운티만 해당)
또는 투표자 등록에 대한 질문은 해당 카운티 선거부
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카운티 선거부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이 팸플릿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장관실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형식 또는 언어로 된 투표자용 팸플릿.
발의 또는 의제에 대한 추가 정보.
이 정보는 www.vote.wa.gov이나 투표자 정보 핫라인
(800) 448-4881.
선거 결과 보기
선거 당일 오후 9시 이후에 www.vote.wa.gov에서 주
선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투표 등록 방법
워싱턴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
우, www.vote.wa.gov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
습니다. 등록 양식은 온라인이나 카운티 선거부, 공공
도서관, 학교, 기타 정부 사무실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
다. 주 투표자 정보 핫라인에 (800) 448-4881로 전화
하여 양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자 등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
이사하거나 개명했을 때 카운티 선거부가 알 수 있도
록 하려면 온라인 또는 우편 투표자 등록 양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으려
면 선거 29일 전까지는 재등록하거나 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선거 날짜 및 투표 시간
일반 선거는 2009년 11월 3일입니다.
투표장 운영 시간(Pierce 카운티만 해당)은 오전 7시에
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대체 투표용지
우편 또는 부재자로 투표에 등록했는데 투표용지를 수
령하지 못한 경우, 카운티 선거부에 연락하여 대체 투표용지

투표자 등록 마감
선거일의 29일 이전까지는 우편 또는 온라
인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싱턴주에서
처음 투표하는 투표자는 선거일의 8일 전까지 해당
카운티 선거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법안 절차
워싱턴주 헌법은 발의 및 의제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의 직접적 입법권을
제공합니다.
절차는 다르지만 발의와 의제는 시민들에게 궁극
적인 입법 권한이 있습니다.

발의
시민에 대한 발의 – 충분한 동의를 받았음이 확인
된 경우 시민에 대한 발의는 다음 주 일반 선거에
서 시민들의 투표를 위해 제출됩니다.
입법부에 대한 발의 – 충분한 동의를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입법부에 대한 발의는 매년 1월
정기 세션에서 입법부에 제출됩니다.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등록 투표자는 새로운 주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의 법령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발의를 제
안할 수 있습니다.
발의(시민 또는 입법부에 대한)를 인증하기 위해
후원자는 투표자들 사이에서 제안서의 전체 원문
을 회람하고 최근의 정기 지사 선거에서 주지사
사무실을 위해 전체 투표자의 8%에 해당하는 합
법적인 투표자 서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발의 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단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60%의 승인
을 필요로 하는 도박 또는 복권 법안은 제외).

의제
의제 법안 – 의제 의안은 입법부가 유권자에게 추천
한 제안 법률입니다.

의제 법안 – 의제 법안은 투표자들이 서명한 청원서
로 인해 투표용지에 표시되었으며 입법부가 최근에 통
과시킨 법률입니다.

개별적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모든 등록
투표자는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률이 발효되기
전에 유권자들의 투표를 거치도록 청원서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입법은 의제 절차가 면
제됩니다.
투표용지에 대한 의제 법안을 인증하기 위해 후원
자는 투표자들 사이에서 논의할 입법 법안 원문을
회람하고 최근의 정기 지사 선거에서 주지사 사무
실을 위해 전체 투표자의 4%에 해당하는 합법적
인 투표자 서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인증된 의제가 법률이 되려면 단순 과
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60%의 승인을 필
요로 하는 도박 또는 복권 법안은 제외).
주의 사항: 전술한 정보는 발의 및 의제 절차를 관리하는 법령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합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vote.wa.gov로 가서 “Handbook for Filing
Initiatives and Referenda in WA State(워싱턴주 발의 및 의제 제
출에 대한 핸드북)”를 클릭하십시오.



발의 법안 1033

발의 법안

1033

발의 청원에서 제안:

발의 법안 번호 1033은 주,
카운티 및 시 세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특정 주, 카운티, 시의 세입 성장을
연간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로 제한하며 투
표자가 승인한 세입 증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은 재
산세 징수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 ] 예
[ ] 아니오
공식 투표용지 제목 및 설명서는 법률에 따라 법무 장관이 작성했
습니다. 회계 명세서는 법률에 따라 재무관리 책임자가 작성했습
니다. 국무장관은 의제 또는 명세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WAC 434-381-180). 발의 법안 1033의 전체 원문은
페이지 11부터 시작됩니다.

설명서
현존 법률:
주 및 지방 정부는 세금과 수수료를 통해 세입을 수령
합니다. 이러한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일부 요율은
주 입법부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정하거나 특정 지방
세의 경우 지방 시 위원회, 카운티 위원회, 카운티 위
원회가 정합니다. 지방세는 주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지불된 세율은
입법부가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자들은 발
의 또는 의제에 따라 세금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
니다. 일부 지방세는 지방 투표자가 승인할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법률은 입법부가 승인한 바와
같이 주 또는 지방 기관이 특정 수수료를 평가하는 것
을 허용합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세금 및 수수료에서 얻은 세입의 상당
부분을 주 일반 자금과 “관련 자금”이라고 법률로 정해
진 계정에 입금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세금과 수수료
에서 발생한 세입의 상당 부분을 지방의 “현재 지출 자
금”에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자금은 주 일반 자금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주 법률은 주 일반 자금과 “관련
자금”에서의 지출을 지난 10년 동안 주 개인 평균 소득
증가분에서의 이전 연도 지출로 제한합니다. 지출 한
도는 시 및 카운티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헌법과 주 법령에서는 특정 연도에 주 및 지방 정부
가 재산세에서 징수할 수 있는 최대 세입액과 매년 재
산세 증가 가능 금액을 제한합니다. 주 헌법은 투표자
가 더 많은 재산세를 승인하지 않는 한 특정 재산에 대
한 모든 연간 재산세 징수 합계를 실제 가치의 1% 미
만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주 또는 지방 관
할권이 재산세에서 수령하는 총 금액은 매년 1% 또는
인플레이션 비율만큼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각 관할
권의 재산세 총 세입은 해당 관할권의 투표자들이 인
상분을 과반수 투표로 승인한 경우에만 이 금액 이상
으로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구획에 대한 재산세
는 평가 금액 또는 신규 건설의 변경에 따라 이 금액 이
상 또는 미만으로 인상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재
산세는 주 및 지방 정부가 징수합니다. 지방 재산세는
시, 카운티, 특별 구역에서 징수하며 특정 재산세 징수
에 대해 선출된 대표자 또는 투표자의 승인에 따라 징
수합니다.
제안된 법안이 승인될 경우의 효력:
이 법안은 연간 인플레이션 비율과 인구 증가율을 바
탕으로 주 일반 자금과 “관련 자금”, 시 및 카운티의 지
방 “현재 지출 자금”의 세입 증가를 제한합니다. 주 또
는 시 또는 카운티에서 특정 연도에 법안에 명시된 세
입 한도 이상으로 세입을 수령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
하는 세입을 별도 계정에 입금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
재산세에서 징수 허가되었을 금액을 이 금액까지 감축
시킵니다.
세입 상승 한도는 선거에서 투표자들이 승인한 세입 인
상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연방 정부에서 수령한 금액
은 주 세입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입 상승 한도
를 계산할 때 사용한 인플레이션 비율은 미국의 잠재적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 일반 자금 세입의 한
도는 주 인구 변화를 바탕으로 하며 시 및 카운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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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각 시 및 카운티의 인구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세
입 한도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비용이 주 일반 자금
또는 지방 현재 지출 자금에서 다른 자금으로 전환된
경우나 수입원이 주 일반 자금 또는 지방 현재 지출 자
금에서 다른 자금으로 이체된 경우 조절됩니다.

회계 명세서
2015년까지의 회계 효과
발의 1033은 주, 시, 카운티 일반 자금 세입의 연
간 인상을 인플레이션 비율과 인구 증가율로 제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일반 자금 세입은 다
음 연도의 주, 시 또는 카운티 일반 자금 재산세
징수를 줄이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발의는
교육, 사회, 보건 및 환경 서비스, 일반 정부 활동
을 지원하는 주 일반 자금 세입을 2015년까지 약
59억 달러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안전, 인프
라 및 일반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일반 자금 세입
을 2015년까지 카운티의 경우 약 6억 9400만 달
러, 시의 경우 21억 달러 줄이고 있습니다.

일반적 가정
발의는 매년(CY) 설정됩니다.
CY 2010 세입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CY 2009 일반 자금 세입 × (1 + 2009년도 인구
변화율) × (1 + 2009년 인플레이션 변화율)
CY 2010 세입 한도를 초과하는 CY 2010 일반
자금 세입은 주, 카운티, 시의 새로운 “Lower
Property Tax Accounts”로 이체됩니다. 신규 계
정으로의 최초 송금은 CY 2011에 실시됩니다.
발의에 따라 삭감될 최초의 재산세 징수는
2011년 징수이며 CY 2012에 징수됩니다. 따
라서 자금은 새로운 “Lower Property Tax
Accounts”에서 2011년 징수금 감소를 감안하여
2012년 주, 카운티, 시 일반 자금으로
이체됩니다.

주 세입 예측 - 추정
이 발의는 주 일반 자금 세입을 주 정부가 수령
한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 부과금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금으로 정의하며 RCW 43.135.025에
따라 주 지출 한도에 영향을 받는 자금으로 소

속됩니다. CY 2009 및 CY 2010의 경우, 주 일
반 자금 세입은 워싱턴주 경제 및 세입 전망 위
원회(Washington State Economic and Revenue
Forecast Council)가 2009년 6월부터 회계연도 기
준에서 일반 연도 기준으로 전환한 일반 자금, 즉,
주 세입 예상치입니다.
연간 총 3,000만 달러 미만인 다음의 주 세입 출
처는 이 예상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재산의 매각 및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 기부금 및 보조금
• 보조금 및 대출금 상환
• 간접적 및 사전 원가 회수
• 유실 자산
• 출판물 및 문서에 대한 비용
• 이자 및 투자 수익금

CY 2011–2015의 주 일반 자금 세입은 1인당 실
제 개인 소득 변화에 인플레이션 변화를 더하
고 인구 변화를 더하여 세입 탄력성에 맞게 조
절한 결과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이 방법론은 재무관리국(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OFM))이계산하고 4.8%의 연간 평
균 증가율의 성과로 얻은 이전 장기 수익 예상치
와 일치합니다.
주 일반 자금 세입은 워싱턴주 헌법의 제 7항 제
12절에 따라 만든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송금되
어야 하는 금액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이 발의는 경제분석국이 경제분석국이 매년 3월
27일경에 게시하고 재무관리국(OFM)이 보고
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개인 소비에 대한 잠재적 물
가지수의 연간 변화율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정
의하고 있습니다. CY 2009와 CY 2011의 인플
레이션은 2009년 6월 워싱턴주 경제 및 세입 전
망(Washington State Economic and Revenue
Forecast)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CY 2012–
2015년의 예상 인플레이션은 2009년 6월 HIS 글
로벌 견해(June 2009 IHS Global Insight)가 미국
의 잠재적 물가지수 예상치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워싱턴주 경제 및 세입 전망 위원회는 공식적인
주 경제 전망치에 관해서 HIS 글로벌 견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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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이 발의는 인구 증가를 작년과 올해에 재무관리국
이 보고했으며 연간 주 인구 확인치를 바탕으로
한 주 인구의 변화율로 정의합니다. 주 전체의 인
구 증가 예상치는 OFM의 30년 주 인구 예상치에
서 예측한 것입니다.
(9페이지, 그림 1.1 참조)

카운티 현재 지출 자금 또는 시 일반 자금에 속하
며 이 예상치에 포함됩니다.
다음 카운티 및 시 세입 출처는 이러한 예상치에
서 제외되었습니다:
• 연방 및 주의 직간접적 기금
• 주 공동 세금 또는 세입
• 카운티 또는 시가 수행하는 계약 서비스에 대한

주 구현 비용 – 추정

부과금

CY 2009와 CY 2010년에 OFM이 컴퓨터 시스템
을 설정하고 시험하고 확인하며 주 일반 자금 세
입 한도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을 확립하
려면 5만 달러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 활동에 대한 부과금 또는 정부와 관련이 없

카운티 및 시 세입 예상 - 추정

CY 2009-2015년의 카운티 및 시 일반 자금 세입
증가율은 4.8%의 주 세입 증가율에 비례하여 각
그룹의 5년간 세입 증가율을 예측한 주 세입 증가
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발의는 카운티, 1등급 시, 2등급 시, 코드 시, 타
운, 미분류 시 등에 적용됩니다.
인구와 세입 증가의 다양한 패턴을 고려하기 위
해 카운티와 시는 다음 4개 그룹을 사용하여 분석
됩니다:
1. 도시 카운티 – 7개 카운티
2. 농촌 카운티 – 32개 카운티
3. 도시 카운티의 시 – 109개 시 및 타운
4. 농촌 카운티의 시 – 172개 시 및 타운
도시 카운티는 Clark, King, Kitsap, Pierce,
Snohomish, Spokane 및 Thurston이며 나머지는
농촌 카운티입니다. RCW 82.14.370에 따라, 도
시 카운티는 인구밀도가 1평방 마일당 100명 미
만이거나 225평방 마일 미만의 카운티로 정의되
며 OFM이 7월 1일에서 7월 30일의 기간에 대해
결정하여 게시합니다.
카운티 및 시 일반 자금 세입은 카운티나 시가 수
령한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 부과금에서 얻은 종
합적인 세입으로 정의되며 카운티 현재 지출 자
금 또는 시 일반 자금에 각각 속합니다. 카운티와
시 세입은 워싱턴주 감사원의 Local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LGFRS)에 포함
된 2007년 재무 정보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LGFRS에 일반 자금 세입으로 보고된 자금만이

는 부과금
• 자금간 및 국간 부과금
• 이자 및 투자 수익금

카운티 및 시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주에 대해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인구 증가율은 OFM이 매년 보고하는 바와 같이
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전체 인구 변화율, 시의 경
우 시 전체 인구 변화율로 정의됩니다. 카운티 및
시 인구 증가는 OFM의 워싱턴주 카운티 증가 관
리 인구 프로젝션: 2000-2030년 및 각 그룹의 역
사적 인구 증가율을 사용하여 조절한 OFM의 주
인구 30년 예상치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9페이
지, 그림1.2, 1.3, 1.4, 1.5 참조)

카운티 및 시 구현 비용 - 추정
카운티 및 시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책 및
규정을 확립하며 직원을 교육하고 공개 정보를 위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CY 2009년에서 CY 2010년까
지 발의를 구현하기 위한 미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
용은 관할권마다 다양하며 일반 자금 세입 한도에 따
라 세입을 파악하고 추적하기 위해 회계 시스템을 수
정할 관할권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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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 입금 예상치:

자금

CY 2010 CY 2011

CY 2012

CY 2013

CY 2014

일반 자금
–주

0

($676,000,000) ($875,000,000) ($1,125,000,000) ($1,447,000,000) ($1,803,000,000)

Lower State
Property Tax
Account

0

$676,000,000

$1,447,000,000

CY 2015

$875,000,000

$1,125,000,000

$1,803,000,000

CY 2010 CY 2011
자금
0
($55,000,000)
일반 자금
– 도시 카운티

CY 2012

CY 2013

CY 2014

CY 2015

($70,000,000)

($87,000,000)

($111,000,000)

($137,000,000)

Lower County 0
Property Tax
Accounts

$70,000,000

$87,000,000

$111,000,000

$137,000,000

CY 2010 CY 2011
자금
0
($24,000,000)
일반 자금
– 농촌 카운티

CY 2012

CY 2013

CY 2014

CY 2015

($35,000,000)

($46,000,000)

($58,000,000)

($72,000,000)

Lower County 0
Property Tax
Accounts

$35,000,000

$46,000,000

$58,000,000

$72,000,000

CY 2010 CY 2011
CY 2012
자금
0
($176,000,000) ($257,000,000)
일반 자금
– 도시 카운티
의시

CY 2013

CY 2014

CY 2015

($350,000,000)

($463,000,000)

($588,000,000)

Lower City
Property Tax
Accounts

$257,000,000

$350,000,000

$463,000,000

$588,000,000

CY 2010 CY 2011
자금
0
($30,000,000)
일반 자금
– 농촌 카운티
의시

CY 2012

CY 2013

CY 2014

CY 2015

($42,000,000)

($55,000,000)

($72,000,000)

($91,000,000)

Lower City
Property Tax
Accounts

$42,000,000

$55,000,000

$72,000,000

$91,000,000

그림 1.2 도시 카운티 입금 예상치:

$55,000,000

그림 1.3 농촌 카운티 입금 예상치:

$24,000,000

그림 1.4 도시 카운티의 시 입금 예상치:

0

$176,000,000

그림 1.5 시골 카운티의 시 입금 예상치:

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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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1033 옹호 성명서

입법부가 납세자 보호 발의 601에 포함시켰고 투표자가 1993년
에 승인한 I-1033의 결함 수정
1993년 경제 불황기에 투표자들은 I-601을 승인하면서 정부의
회계 규정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정부를 위해 적절한 지속 가능
률을 설정했습니다. I-601은 입법부가 허점을 만들 때까지 몇 년
동안 매우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2003년에 32억 달러, 2009년
90억 달러의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I-1033은 동일한 I-601의 인상 허용치를 재정립했으며(인플레이
션 + 인구 증가) 투표자 승인으로 더 높은 인상이 허용되는 안전
장치를 포함합니다.
법안 I는 정부가 “재정적 불안”에서 탈피하여 납세자의 납부 능력
을 앞지르지 않는 지속 가능한 속도로 성장하게 합니다.

EYMAN의 최신 발의는 이미 실패
Tim Eyman의 최신 발의는 공립학교, 도로 및 고속도로, 어린
이 의료보험 등을 현저하게 축소했으며 콜로라도주에서 통과된
“TABOR”법과 동일한 잘못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
는 2005년보다 주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콜로라도주
주민들은 이 법률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I-1033의 한도를 초과하여 정부가 세입을 초과 징수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일? 고정 세입 비율이…
…구조적으로 보호되는 비상 자금으로 이월되고 나면, 더 낮은 재
산세를 통해 나머지 초과 세입이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저소득
가족과 고정 수입의 노인은 누구보다도 워싱턴주의 재산세 부담
감면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워싱턴주는 부유층만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I-1033은 필수적이며
장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반대자들은 높은 세금을 원하고 주 소득세 반대자들은…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는 정부의 권력
에 대한 제한을 반대합니다. 재산세는 계속 상승하고 정부는 더
욱 더 비대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
다. I-1033으로 시민들이 통제하고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정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I-1033이 그 어느 때보다 필
요한 때입니다.
워싱턴은 미국에서 8번째로 세율이 높은 주 – I-10133 덕택에
1등 모면
I-1033은 정치인들에게 납세자들이 무한정 세금을 낼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I-1033은 정부의 성장을 적절하게 제한하며 다양한
융통성(비상 자금, 연방 자금,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반대 성명서에 대한 항변
워싱턴주는 16년 동안 I-601을 경험해왔습니다(콜로라도와 전
혀 다름).
I-601의 성공적인 정책의 재정립은 정부, 납세자, 경제에도 도움
이 됩니다.
I-1033은 재정적 원칙과 융통성을 제공합니다. 일반 자금으로 통
합된 모든 출처의 세입은 워싱턴주의 투표자 승인/비상 자금/연
방 자금의 경우와 카운티/시의 투표자 승인 자금를 제외하고 제
한됩니다.
I-1033은 정부의 재정적 수입 증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승인
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변론 작성자:
Erma Turner, 미용실 운영, 3699명의 서명을 받음, Cle Elum,
Steven Bencze, 은퇴한 도매상인, 낚시/사냥, 2568명의 서명
을 받음, Othello, Mike Dunmire, 기혼, 지역사회 리더, 은퇴
한 사업가, 발의 자원봉사자, Woodinville, Jack Fagan, 은퇴
한 경찰, 해군 복역, 할아버지, 캠페인 기획자, Spokane, Mike
Fagan, 소규모 사업체 운영, 지역사회 리더, 기혼, 캠페인 기
획자 Spokane, Tim Eyman, $30 Car Tab Guy, 납세자 옹호
자, Yakima/Mukilteo. 전화 (425) 493-8707, 웹 사이트 www.
VotersWantMoreChoices.com

I-1033은 침체기에서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전국적인 경기 침체로 워싱턴주의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교
육 및 의료보험과 같은 중요한 지역 서비스를 삭감해야만 하게 되
었습니다. I-1033은 더 많은 삭감을 강요하고 몇 년 동안 이 같
은 현상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잃어 워싱턴주 주
민에게 더 어려움을 주고 경제 회복 기간이 더 지체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지역사회와 소규모 사업체에 더욱 불리한 소식
I-1033은 도로 수리, 도서관, 공공 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를 유지하기도 힘든 지역사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속적으
로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I-1033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더 심한 타격, 의료 서비스의 문제를 더욱 악화
올해 학교 기금을 15억 달러까지 삭감하고 3,000명의 교사와 교
직원들이 임시 해고되었습니다. Eyman TABOR 계획은 워싱턴주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앗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요양원, 가정 방문 치료, 성인 요양 서
비스 등에 대한 자금은 줄어들고 있으며 40,000명의 모든 연령
의 워싱턴주 주민들은 기본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Eyman의 TABOR 계획은 의료 서비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
입니다.
이미 상태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으며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합니
다. 따라서 I-1033에 반대해야 합니다.

옹호 성명서에 대한 항변
발의는 워싱턴주 노인들에게 해만 될 뿐 득이 되지 않을 것입
니다. 그러한 이유로 AARP Washington과 워싱턴주 노인 로
비(Washington State Senior Citizens Lobby)가 I-1033에 반
대하고 있습니다. 발의 1033은 노동자 가족에게 득보다는 해
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보다 좋은 시애틀 상공회의소
(Greater Seattle Chamber of Commerce), 워싱턴주 노동위
원회(Washington State Labor Council), 워싱턴주 교회 협회
(Washington Association of Churches) 등이 I-1033에 반대하
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최악의 불경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워싱턴주는 Tim Eyman 발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33에 반대해야 합니다.

변론 작성자
Doug Shadel, AARP Washington, 주 대표, Kelly Fox, 워싱턴
주 소방위원회(Washington State Council of Fire Fighters), 회
장, Laura Feshbach, Harmatta Construction Inc, Seattle 공
동 대표, Teri Nicholson, 전문 간호사, Valley Hospital and
Medical Center, Spokane, Mary Lindquist, 워싱턴주 교육협
회(Washington Education Association), 고등학교 사회 교사,
Kelley Collen, 체니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 부
교수.
전화:(206) 200-8969, 웹 사이트 www.no103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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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원문
발의 법안 번호 1033
워싱턴주 시민 과세 부담 제한을 통한 납세자 보호 관련 법
령, 제 43.135장 RCW 신규 절 추가, RCW 84.52.065 수정, 제
36.33장 RCW, 제 35편 RCW, 제 35A편 RCW 신규 절 추가,
RCW 84.52.043, 84.55.010 수정, 신규 절 작성.
워싱턴주 시민이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한다:
규정 및 목적
신규 절, 제 1절. 이 법안은 정부 성장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
어하여 워싱턴주의 과도하고 지속될 수 없는 재산세 부담을 줄
임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오랜 시간 동안 변
화가 필요했다. 이 법안은 특정 주, 카운티, 시의 일반 자금 세
입 성장률을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로 제한하며 투표자가 승
인한 세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은 재산세 징수액에서 공제한다. 이 법안은 적정하고 지속
가능한 비율로 워싱턴주 세금 부담 증가를 허용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더 많은 세금에 투표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입은 재산세 감면에 사용한다.
제 2(7), 4(7), 6(7) 및 8(7)절의 의도: 투표자가 승인한 세입
증가는 이 법안의 세입 한도에서 공제한다. 여기에는 시민의
의무적인 투표가 포함되며 권고 투표로 승인된 세입 증가는 포
함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의미는 재산세 징수액 상한선 증가
에 대한 투표자 승인은 기본 징수액이 아니라 재산세 세입의
추가 상승분만을 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8), 4(8), 6(8) 및 8(8)절의 의도: 시민 세금 부담의 적정
성, 지속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자금 세
입 성장률을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로 제한하며 투표자가
승인한 세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0년도의 일반 자
금 세입 한도는 2009년에 징수하여 수령한 세입이 되며 이는
2009년 인플레이션과 2009년 및 2010년의 재무관리부 결정에
의한 인구 증가를 감안했다.(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은 공제
됨). 2011년도의 일반 자금 세입 한도는 2010년 한도를 초과하
지 않는 2010년에 수령한 일반 자금 세입이 되며 이는 2010년
과 2011년 재무 관리부 결정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를
감안했다.(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은 공제됨). 시민들은 특정
연도의 세입 한도가 이전 연도의 일반 자금 세입에 해당 연도
의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 추가되기
를 원한다. 이것은 세금 부담 증가율이 납세자의 납부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및 인구 증가와 관련된 의도: 이 법안은 주, 카운
티, 시의 일반 자금 세입 성장을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로 제
한하며 투표자가 승인한 세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
관리국에서는 경제분석국의 연간 인플레이션 산출치를 다음
연도의 3월 27일에 보고하며 이 법안은 이 산출치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정의한다. 재무관리국은 매년 워싱턴주, 카운티,
시의 인구를 밝혀 추적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결정 사항을 보
고한다. 이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인구
통계 프로그램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연도와 이전 연도에 얻은
수치를 바탕으로 인구 변화율로서 인구 증가를 정의하며 이 법
안은 그러한 산출 수치를 사용하여 인구 증가를 정의한다.
제 11절의 의도: 재산세 증가는 연간 1%로 제한되어 있다.
이 법안은 해당 제한 수치 계산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
반 자금 세입이 세입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재산세 감면을

하도록 한다.
지급준비금계정에 관한 의도: 이 법안은 워싱턴주에서 구조
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상 자금에서의 자금 입출금을 면제한다.
시와 카운티의 경우, 이 법안은 시 또는 카운티가 세입이 한도
에 미달할 때 일반 자금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 및 향후 확
보 자금을 사용하는 능력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한 불황기에 근로자 가족과 수입이 고정적인 노인들
은 적절한 재산세 감면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재산세
는 몇십 년 동안 급등했으며 정치가들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적
정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주의 압도적인 재산세
부담을 줄여 워싱턴 주의 불황에 필요한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
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의미 있는 세금 감면, 주 경제 활성
화, 정부의 장기 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 재산세 문제에
대해 현명하고 균형 잡힌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주정부의 일반 자금 세입 증가를 제한하여 워싱턴주 시민
의 세금 부담을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로 제한하며 여기에서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은 제외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입은 주 정부가 부과한 재산
세 감면에 사용된다
신규 절 제 2절. 제 43.13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1) 주정부 일반 자금 세입 성장률은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
가로 제한하며 투표자가 승인한 세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 본 절의 하위절 (8)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한도를 초과하여 수
령한 세입은 “Lower State Property Taxes Account”라고 불리
는 신규 계정에 입금되어야 한다. 1년 동안 수령하여 이 계정에
입금된 모든 세입은 본 법령의 제 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
음 연도의 주 재산 징수액을 감면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2)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일반 자금 세입”이란 RCW
43.135.025에 따라 주 지출 한도에 맞게 자금에 입금된 주정부
수령의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 징수금에서 발생한 통합적 세
입을 의미한다. “일반 자금 세입”에는 제 7항, 제 12절에 따라
형성된 자금으로 이체해야 하는 자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 자
금에서 이체된 자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 자금 세입”에는
연방 정부에서 수령한 세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본 절의 목적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란 경제분석국이 다
음 연도의 3월 27일경에 게시하고 재무관리국이 보고한 미국
의 잠재적 물가지수의 연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페이지 12에서 계속

법안 원문을 읽는 방법
법안의 원문에서 한 줄의 이중 괄호 안에 있
는 부분은 기존의 주 법률이며 투표자들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법률에서 제거됩니다. 밑줄 친 부
분은 현재 주 법률에 표시되지 않지만 투표자들이 법
안을 승인할 경우 법률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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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인구 증가”란 작년과 올해에 재무
관리국이 보고했으며 연간 주 인구 확인치를 바탕으로 한 주
인구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은 제외한다.

(5) 주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비용이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RCW 43.135.025의 주 지출 한도에 따라 주 일반 자금
이나 기타 자금에서 다른 출처로 이동하거나 세입이 주 일반
자금 또는 RCW 43.135.025 하의 주 지출 한도에 따른 기타 자
금에서 다른 자금 또는 계정으로 이체되는 경우, 이 절에서 필
요로 하는 한도는 RCW 43.135.025에 따른 주 지출 한도의 통
합 자금에 해당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로 이월된 세입에 적용
된다.

신규 절 제 4절. 제 36.3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
음과 같다:

(6) 주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비용 및 프로그램 또는 기
능의 자금이 되는 세입이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RCW
43.135.025의 주 지출 한도에 따라 주 일반 자금이나 기타 자
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절에서 필요로 하는 한도는 RCW
43.135.025 하의 주 지출 한도에 따른 통합 자금에 적용되며
해당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로 이월된 세입이 여기에 포함된
다.
(7)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이란 본
법령의 효력 개시 이후 주 투표자들이 선출로 승인한 세입의
증가분으로 정의된다.
(8) 이 절의 하위절 (1)에 확립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현
되어야 한다.
(a) 본 법령의 효력 개시 이후부터 첫 번째 연도의 경우,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외하고 2009년도 인플레이션
과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되었으며
2009년에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일반 자금 세입은
“Lower State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되어야 한다.
(b) 후속 연도의 경우,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외하
고 전년도의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된 “Lower State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
금된 금액을 전년도에 초과 수령한 일반 자금 세입에서 제외하
고 “Lower State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해야 한다.
제 3절. RCW 84.52.065 및 1991 sp.s. c 31 s 16은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RCW 84.55.010의 제한 사항에 따라 매년 워싱턴주에
서는 주 세무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주 균등 금액으로 조정하
여 주에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평가한 후 1000달러당 3달
러 60센트의 세금을 주 일반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연도에 징
수한다.
(2) 주 재산세 징수는 본 절의 하위절 (1)에 따라 이전 연도
부터 본 법령의 제 2절에 정해진 “Lower State Property Taxes
Account”의 총 입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징수되었을 수 있는 금
액에서 감면해야 한다.
(3) “Lower State Property Taxes Account”의 잔액은 본 절
의 하위절 (2)에 설명된 징수 감소액을 고려하여 일반 자금으로
매년 이월해야 한다.
(4) 이 절에 사용된 바와 같이 “일반 학교 지원”에는 일반
학교를 위한 자본 형성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공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불이 포함된다.
각 카운티의 일반 자금 세입 증가를 제한하여 워싱턴주 시민의
세금 부담을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로 제한하며 여기에서 새

이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입은 각 카운티가 부과한 재산세
감면에 사용된다

(1) 각 카운티 정부의 일반 자금 세입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과 인구 증가로 제한하며 투표자가 승인한 세입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다. 본 절의 하위절 (8)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카운티
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세입은 “Lower County Property
Taxes Account”라고 불리는 신규 계정에 입금되어야 한다. 1년
동안 수령하여 이 계정에 입금된 모든 세입은 이 계정에 입금
된 총액까지 다음 연도의 카운티 재산 징수액을 감면하는데 사
용되어야 한다.
(2)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일반 자금 세입”이란 카운티에서
수령한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 부과금으로서 카운티의 현재
지출 자금에 예금된 세입의 합계를 의미한다.
(3) 본 절의 목적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란 경제분석국이
다음 연도의 3월 27일경에 게시하고 재무관리국이 보고한 미
국의 잠재적 물가지수의 연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4)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인구 증가”란 작년과 올해에 재무
관리국이 보고했으며 연간 카운티 인구 확인치를 바탕으로 한
카운티 인구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5) 카운티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비용이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카운티 현재 지출 자금에서 다른 자금 출저로 이
동하는 경우, 또는 세입이 카운티 현재 지출 자금에서 다른 자
금 또는 계정으로 이체되는 경우, 이 절에서 필요로 하는 한도
는 카운티의 현재 지출 자금에 해당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로
이월된 세입을 합한 금액에 적용된다.
(6) 카운티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비용 및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자금이 되는 세입이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카운
티 현재 지출 자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절에서 필요로 하는
한도는 해당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로 이월된 세입을 포함하
여 카운티 일반 자금을 합한 금액에 적용된다.
(7)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이란 본
법령의 효력 개시 이후 카운티의 투표자들이 선출로 승인한 세
입의 증가분으로 정의된다.
(8) 이 절의 하위절 (1)에 확립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현
되어야 한다.
(a) 본 법령의 효력 개시 이후부터 첫 번째 연도의 경우,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외하고 2009년도 인플레이션
과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되었으며
2009년에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일반 자금 세입은
“Lower County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되어야 한다.
(b) 후속 연도의 경우,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외하
고 전년도의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된 “Lower County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
금된 금액을 전년도에 초과 수령한 일반 자금 세입에서 제외하
고 “Lower County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해야 한다.
신규 절 제 5절. 제 36.3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
음과 같다:
카운티 재산세 징수는 본 절의 RCW 84.52.043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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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의 제 4절에 정해진 “Lower County Property Taxes
Account”의 이전 연도 총 입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징수되었을
수 있는 금액에서 감면해야 한다.

입금된 금액을 전년도에 초과 수령한 일반 자금 세입에서
제외하고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해야
한다.

각 시의 일반 자금 세입 증가를 제한하여 워싱턴주 시민의 세
금 부담을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로 제한하며 여기에서 새로
운 투표자 승인 세입은 제외한다.

신규 절 제 7절. 제 35편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
음과 같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입은 각 시가 부과한 재산세
감면에 사용된다
신규 절 제 6절. 제 35편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
과 같다:
(1) 각 시 정부 일반 자금 세입 성장률은 인플레이션과 인
구 증가로 제한하며 투표자가 승인한 세입은 여기에 포함되
지 않는다. 본 절의 하위절 (8)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시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세입은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라고 불리는 신규 계정에 입금되어야 한다. 1년 동안
수령하여 이 계정에 입금된 모든 세입은 이 계정에 입금된 총
액까지 다음 연도의 시 재산 징수액을 감면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2)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일반 자금 세입”이란 시에서 수령
한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 부과금으로서 시의 현재 지출 자금
에 예금된 세입의 합계를 의미한다.
(3) 본 절의 목적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란 경제분석국이
다음 연도의 3월 27일경에 게시하고 재무관리국이 보고한 미
국의 잠재적 물가지수의 연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4)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인구 증가”란 작년과 올해에 재
무관리국이 보고했으며 연간 시 인구 확인치를 바탕으로 한 시
인구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5) 시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비용이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 현재 지출 자금에서 다른 자금 출처로 이동하는 경
우, 또는 세입이 시 현재 지출 자금에서 다른 자금 또는 계정으
로 이체되는 경우 이 절에서 필요로 하는 한도는 시의 현재 지
출 자금에 해당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로 이월되는 세입을 합
한 금액에 적용된다.
(6) 시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비용 및 프로그램 또는 기능
의 자금이 되는 세입이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 현재
지출 자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절에서 필요로 하는 한도는
해당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로 이월된 세입을 포함하여 시 현
재 지출 자금을 합한 금액에 적용된다.
(7)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이란 본
법령의 효력 개시 이후 시 투표자들이 선출로 승인한 세입의
증가분으로 정의된다.
(8) 이 절의 하위절 (1)에 확립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현
되어야 한다.
(a) 본 법령의 효력 개시 이후부터 첫 번째 연도의 경우,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외하고 2009년도 인플레이션
과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되었으며
2009년에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일반 자금 세입은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되어야 한다.
(b) 후속 연도의 경우,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외하
고 전년도의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
한 금액으로 조정된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에

모든 시의 재산세 징수는 본 절의 RCW 84.52.043에 따
라 이전 연도에 본 법령의 제 6절에 정해진 해당 시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의 총 입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징수되었을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한다.
신규 절 제 8절. 제 35A편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1) 각 시 정부 일반 자금 세입 성장률은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로 제한하며 투표자가 승인한 세입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다. 본 절의 하위절 (8)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시
에서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세입은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라고 불리는 신규 계정에 입금되어야 한다.
1년 동안 수령하여 이 계정에 입금된 모든 세입은 이 계정에
입금된 총액까지 후속 연도의 시 재산 징수액을 감면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2)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일반 자금 세액”이란 시에서
수령한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 부과금으로서 시의 현재 지
출 자금에 예금된 세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3) 본 절의 목적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란 경제분석국
이 다음 연도의 3월 27일경에 게시하고 재무관리국이 보고
한 미국의 잠재적 물가지수의 연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4)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인구 증가”란 작년과 올해에
재무관리국이 보고했으며 연간 시 인구 확인치를 바탕으로
한 시 인구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5) 시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비용이 2009년 1월 1일 또
는 그 이후 시 현재 지출 자금에서 다른 자금 출처로 이동하
는 경우, 또는 세입이 시 현재 지출 자금에서 다른 자금 또는
계정으로 이체되는 경우 이 절에서 필요로 하는 한도는 시
의 현재 지출 자금에 해당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로 이월되
는 세액을 합한 금액에 적용된다.
(6) 시 프로그램 또는 기능의 비용 및 프로그램 또는 기
능의 자금이 되는 세입이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
현재 지출 자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절에서 필요로 하는
한도는 해당 연도 및 모든 후속 연도로 이월된 세입을 포함
하여 시 현재 지출 자금을 합한 금액에 적용된다.
(7) 이 절의 목적에 따라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이란
본 법령의 효력 개시 이후 시 투표자들이 선출로 승인한 세
입의 증가분으로 정의된다.
(8) 이 절의 하위절 (1)에 확립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
현되어야 한다.
(a) 본 법령의 효력 개시 이후부터 첫 번째 연도의 경우,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외하고 2009년도 인플레이션
과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되었으
며 2009년에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일반 자금 세
입은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되어야
한다.
(b) 후속 연도의 경우, 새로운 투표자 승인 세입을 제

14

발의 법안 1033

외하고 전년도의 인플레이션과 인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
해 필요한 금액으로 조정된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된 금액을 전년도에 초과 수령한 일반 자금
세입에서 제외하고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에
입금해야 한다.
신규 절 제 9절. 제 35A편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
음과 같다:
모든 시의 재산세 징수는 본 절의 RCW 84.52.043에 따
라 이전 연도에 본 법령의 제 8절에 정해진 해당 시 “Lower
City Property Taxes Account”의 총 입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징수되었을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 10절. RCW 84.52.043 및 2005 c 122 s 3은 각각 다
음과 같이 수정된다:
수정된 RCW 84.52.050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여
기에 언급한 과세 구역별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정기 종
가세 징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상급 과세 구역의 징수는 다음과 같다: (a) 주에서 부
과하는 징수액은 세무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주에서 균등화
한 금액으로 조정한 평가 금액인 1000달러당 3달러 60센트
를 초과하지 않으며 주 일반 학교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된
다 (b)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징수액은 평가 금액인 1000달
러당 1달러 80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c) 일체의 도로 구역
이 부과하는 징수액은 평가 금액인 1000달러당 2달러 25센
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d) 시 또는 타운이 부과하는 징수액
은 평가 금액인 1000달러당 3달러 37.5센트를 초과하지 않
는다. 하지만 한 카운티 내에서 카운티와 도로 구역의 총 징
수액이 평가 금액인 1000달러당 4달러 5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카운티 징수액 증가로 징수를 감면한 과세 구역이
없을 경우, 모든 카운티는 일반 카운티 목적에 따라 징수액
을 평가 금액인 1000당 1달러 80센트에서 2달러 47.5센트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2) 주 이외의 하급 과세 구역과 상급 과세 구역의 통
합 징수액은 평가 금액인 1000달러당 5달러 90센트를 초
과하지 않는다. “하급 과세 구역”이라는 용어에는 주, 카운
티, 도로 구역, 시, 타운, 항구 구역, 공공 유틸리티 구역 등
을 제외한 모든 과세 구역이 포함된다. 이 하위절에 설명
된 제한사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a) 기존의 법률
에 따라 또는 항구 또는 공공 유틸리티 구역에 제공된 징
수액 세율, (b) 주 헌법의 제 VII항 제 2절에 승인된 재산세
징수 초과, (c) RCW 84.34.230에 따라 승인된 향후 보존
(Conservation futures) 프로그램 획득을 위한 징수액; (d)
RCW 84.52.069에 따라 부과되는 응급 의료 치료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징수액, (e) RCW 84.52.105에 따라 부
과되는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을 위한
징수액, (f) RCW 84.52.120에 따라 보호되는 도심 공원 구
역의 징수액, (g) RCW 36.54.130에 따라 유람선 구역에 부
과되는 징수액, (h) RCW 84.52.135에 따라 형사 행정을 위
한 징수액 (i) RCW 84.52.125에 따라 보호되는 화재 보호
구역을 위한 징수액.
(3) 주, 카운티, 시가 부과하는 징수액의 하위절 (1) 및
(2)의 제한사항은 이 법령의 제 2, 4, 6 및 8절에 설명된 사항
에 따라 추후 조정되어야 한다.

제 11절. RCW 84.55.010 및 2006 c 184 s 1은 각각 다
음과 같이 수정된다:
이 장에서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의 과세 구
역에 대한 징수액은 다음 연도에 납부할 정기 재산세가 해
당 구역에 대해 합법적으로 징수되는 정기 재산세에 이 법
령의 제 2(7), 4(7), 6(7) 및 8(7)절에 설명된 대로 최근 3년
동안 가장 납부금이 많았던 연도에 입금한 세입을 더하고
(이 경우 세금은 해당 구역에 대해 징수), 신규 건축으로 인
한 해당 구역의 평가액 증가분, 동산으로 분류되는 발전 풍
력 터빈 시설 건축(재산 증축)으로 인한 평가액 증가분, 주
평가 재산의 평가액 증가분 등을 전년도 해당 구역의 정기
재산세 과세율로 곱하여 산출한 추가 달러 금액을 더한 금
액을 곱한 제한 요소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이 법령
의 제 2, 4, 6 및 8절에 설명된 조정안은 이 절의 제한 요소
에 추가되는 재산세 징수에 대해 한도를 정하고 있다.
법령 형성 조항
신규 절. 제 12절. 본 법령의 조항은 본 법령의 의도, 규
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일부 무효 조항
신규 절. 제 13절. 본 법령 또는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그 적용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법령 또는 조항이 개
인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타
신규 절. 제 14절 본 법령에서 사용한 부제는 법률의 일
부가 아니다.
신규 절. 제 15절. 본 법령은 Lower Property Taxes Act
of 2009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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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WAC 434-381-180). 의제 법안
71의 전체 원문은 페이지 19부터 시작됩니다.

설명서

입법부를 통과하여 청원서를 통해 명령:

주의회에서는 국가
인정 동거인의 권리 및 책임
에 대한 2차 대안 상원 법안
5688(Engrossed
Second Substitute
Senate Bill 5688)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인정 동성 동거인 및 노인 동거
인이 혼인한 배우자와 동등하게 가지는 권리, 책
임 및 의무의 범위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단,
동거 관계는 혼인 관계가 아님).
이 법안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승인
[ ] 거부:
최종 단계에서 2009년 입법부가 투표: 상원: 찬
성 30, 반대 18, 부재 0, 기권 1, 하원: 찬성 62,
반대 35, 부재 0, 기권 1.
공식 투표용지 제목 및 설명서는 법률에 따라 법무 장관이
작성했습니다. 회계 명세서는 법률에 따라 재무관리 책임자
가 작성했습니다. 국무장관은 의제 또는 명세서의 내용에 대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 또는
거부하기 위해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승인 –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찬성
함을 뜻합니다.
거부 -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찬
성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현존 법률:
국무장관실에서는 동거 관계 등록을 관리합니
다. 2명의 개인이 다음을 포함한 특정 기준에 부
합할 경우, 국가 인정 동거 관계가 될 수 있습니
다. 공동의 주거지 공유, 만 18세 이상, 동성으
로 구성. 동거 관계는 이성의 2인 중에서 한 쪽이
62세 이상일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워싱턴주 법률은 결혼을 만
18세 이상이며 혼인할 자격이 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민사적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인정 동거 관계는 혼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존 법률은 국가 인정 동거인 및 그 관계에 혼인
한 부부의 권한과 권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그러한 기존의 권한과 권리에는 의료 서비스
시설 방문 권리, 묘지에 대한 충분한 권리가 없
는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전 동의를
허용할 권리, 국가 인정 동거 관계를 해지할 경
우 대리인 권한 자동 해지 등이 포함됩니다. 공
무원의 동거인은 공무원 복리후생 위원회(Public
Employees Benefits Board) 보험 혜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거 관계 증명서는 국무장관실이
발행하며 혜택을 받기 위한 공무원의 동거인으
로의 자격 요건에 부합합니다.
기존 법률은 또한 지역사회 재산, 재산 계획, 세
금, 법원 소송, 빈곤한 퇴역 군인에 대한 서비스
등과 기타 공공 지원, 공무원에 대한 이해 상충,
후견 등 관련된 국가 인정 동거인의 권리와 책임
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동거인이 등록 및 관계를 해
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동거인
은 고등 법원에 결별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해지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
만 국가 인정 동거인은 동거 관계 해지 통지서를
접수할 때 국가 인정 동거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동거 관계가 5년이 경과했거나
지역사회 자산의 총 시가가 25,000 달러 이상 등
이 아닐 경우, 그리고 동거인 중 누구도 25,0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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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를 초과하는 별도 자산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실에 해지 통지서를 접수하여 비사법적
해지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 해지 절차는 무효화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
의 해지는 사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제안된 법안이 승인될 경우의 효력:

회계 명세서

승인될 경우, 법안은 주 법률에 따라 혼인 부부
와 그 가족에게 부여된 권리, 책임, 의무가 국
가 인정 동거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
기 위해 다양한 주 법령에서 참조 개정안이 됩니
다.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인, 홀
아비, 최근친자, 가족과 같은 용어는 주 법령에서
사용될 경우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및 혼인 관계,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
석됩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지에 대한 참
조는 관계 해지, 결별, 무효화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법령,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승인될 경우, 이 법안은 워싱턴법에 따른 혼인을
정의하는 법령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동거 관계
는 계속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제한되는 혼인
의 정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인정 동거인에게 다음과 같은 추
가적인 권한, 권리, 책임을 제공합니다: 동거인
치료를 하기 위한 병가 사용 권리 또는 동거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급여 및 수당의 수령 권리, 동
거인 사망 시 무급 수당의 수령 권리, 혼인한 배
우자들에게 혜택 및 보장이 적용되는 경우 실업
수당, 장애 보험 수당 또는 직원 보상 수당을 수
령할 권리, 배우자 사망 후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전환 권리 및 혜택 지속 권리 등과 같은 보험 규
정의 권리, 입양, 자녀 후원, 자녀 양육 등과 관련
된 권리 및 책임, 혼인한 배우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 상속과 관련된 권리.
주 기관은 현재 또는 과거에 개인이 혼인 관계에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부과된 특
권, 면책, 권리, 혜택 또는 책임이 현재 또는 과거
에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도 동등
한 조건에 대해 부과된다는 의도를 반영하도록
기관 규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승인될 경우, 현재 동거인에게 적용되는 비사법

2015년까지의 회계 효과
의제 71은 국가 인정 동거인의 권리, 책임, 혜택
을 확장하는 입법 E2SSB 5688을 무효화할 계획
입니다. 의제 71은 추가 노동자 보상금과 범죄 희
생자 청구금, 추가 주 직원 연금 생존자 수당, 기
타 행정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주 비용
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2009-2011 회계
연도에 90만 달러, 2011-2013 회계연도에 150만
달러, 2013-2015 회계연도에 160만 달러로 추정
됩니다. 26만 달러로 추정되는 유산세에서의 주
세입은 2013-2015 회계연도에 발생하여 연간 수
수료 세입의 7000 달러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일반적 가정
추정치는 2009년 입법 기간 동안에 2차 대안 상
원 법안 568(E2SSB) 5688에 대해 주 기관이 제
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상치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의 2009년도 초
데이터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국무장관
이 인정한 국가 인정 동거인은 약 5,000명에 달
합니다. 이 중 1,500명은 62세 이상이며 동성
동거인 또는 이성 동거인으로 등록되었을 수 있
습니다.
예상치에는 주 예산에서 할당된 비용과 주 기관
이 담당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예상치에는 2009년 8월 1일 전 E2SSB 5688을
구현하기 위해 발생한 약 15,000 달러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 비용 예측 - 추정
2009-2015 회계연도의 경우, 다음의 예상 비용
이 삭감됩니다.

의제 법안 71
110만 달러 – 추가 노동자 보상금 및 범죄 희생
자 청구금.
260만 달러 – 추가 주 직원 연금 생존자 수당
30만 달러 – 일반 규칙, 정보 시스템, 출판 및 기
타 행정 비용에 대한 변경.
의제 71은 공무원 보건 수당에 대한 자격을 전체
국가 인정 동거인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무효화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복리후생 위원회
(Public Employees Benefits Board)는 법률적 재
량으로 공무원 보건 수당을 E2SSB 5688의 모든
국가 인정 동거인 피부양자로 확대했습니다. 따
라서 E2SSB 568의 구현을 위한 보건 서비스 당
국의 예측 비용은 이 예측치에서 제외됩니다.
주 세입 예측 - 추정
E2SSB 5688은 국가 인정 동거인이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 유산세에 대한 과세 대상
을 줄여줍니다. 의제 71은 공제에 대한 국가 인정
동거인의 자격을 무효화하여 2013-2015 회계연
도의 세입에서 약 26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E2SSB 5688에 따라 국무장관은 주소 변경 및
개명, 결별,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인정 동
거 관계의 변경사항을 보고할 권리를 보유합니
다. 서류 변경에는 $1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의
제 71은 이러한 권한을 무효화하여 매년 수수료
수입원을 7,000달러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카운티 및 시 비용 예상 - 추정
회계 효과는 확인할 수 없지만 카운티와 시는 재
산세법 개정, 추가 기소 사건 및 관련 사안과 관
련된 지출을 피할 것입니다.

주소 기밀성 프로그램
가해자가 투표자 등록 기록을 통해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두려워 등록하지 않기로 결
정한 가정 폭력, 성폭력, 부정 거래 및/또는 스토킹
의 희생자를 위해 국무장관실에서 도움이 될 프로
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소 기밀성 프로그램(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 ACP)은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하
고자 지역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프로그램과 협력하
고 있습니다. ACP는 참여자들에게 주 또는 지역 정
부 기관과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주소를 제공합니다. ACP 참가자들은 등록 정보가
일반 공개 기록이 아니라는 의미의 비공개 기록 투
표자(Protected Records Voters)로 등록할 수 있습
니다. 모든 ACP 참가자들은 종합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의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옹호자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의 추천을 받
아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ACP 무료 전화에
(800) 822-1065로 전화하거나
www.secstate.wa.gov/acp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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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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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설명서

동거인법, 워싱턴주의 모든 가족을 보호

전화:(206) 324-2570, 웹 사이트 www.approve71.org

이 법률은 워싱턴주 가족이 이웃으로서의 보호, 권리, 책임을 가지도
록 합니다. 이 법률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모든 가족들이 공평하게 대
우받도록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은 동성 커플과 노인 부부가
동거인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은 의료보험과 연금 혜택을 희생해야지
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법으로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
호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원 법안 5688에 반대합시다!

“이 법률은 노인 부부와 안전한 주거가 필요한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
족을 기본적으로 보호해줄 것입니다.”
동거인법에 포함된 내용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 및 소방관의 동거인을 위한 사망 수당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동거인의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권리
교사 및 기타 공무원의 동거인을 위한 연금 혜택
희생자의 권리
동거인이 취업 상태일 경우 노동자 보상 혜택에 대한 권리
이 법률을 지원하는 사람
워싱턴주 간호사협회(Washington State Nurses Association), 워
싱턴주 교회협회(Washington Association of Churches), AAUW,
Childhaven, 워싱턴주 노인 로비(Washington State Senior Citizens’
Lobby), 피어스 카운티 목회연합(Associated Ministries of Pierce
County), 아시아인 및 태평양 섬주민 여성 및 가족 안전 센터(Asian
and Pacific Islander Women and Family Safety Center), 유대인 가
족 서비스(Jewish Family Service), 반비방 연맹(Anti -Defamation
League), 워싱턴주 교육협회(Washington Education Association),
가족 계획, 일본계 미국인 연맹(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루터 공공 정책 네트워크(Lutheran Public Policy Network),
SEIU, 라틴 정치행위 위원회(Latino Political Action Committee), 미
국교사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킹 카운티 가정 폭
력 반대 연합(King County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안전한 학교 연합(Safe Schools Coalition), 공화당 주류 정치인, 워
싱턴주 동등 권리(Equal Rights Washington), PFLAG, 워싱턴주 젊
은 민주당원(Young Democrats of Washington), 워싱턴주 변호사협
회(Washington State Bar Association) 등과 같은 전국적인 집회 및
자선 단체와 리더를 포함한 150여 개 단체.
워싱턴의 모든 가족을 위해 R 71에 찬성해주십시오.
반대 성명서에 대한 항변

SB 5688은 주로 동성 결혼에 대한 것이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Ed Murray 상원 의원은 동거인 권리장전(Domestic Partnership
Bill)을 발표하면서 Seattle Times(2007년 1월 10일자)에서 “목표
는 혼인과 동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혼인이라는 목표를 추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mie Pederson 대변인은
Times(2009년 1월 28일자)에서 SB 5688은 동성 연애자에게 “합법
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urray 상원 의원은 Times(2009년 5월 17일자)에서 동거인 관계 확
장(SB 5688)은 “점차적인 접근 방법이며 전략적 계획”이라고 말했
습니다.
SB 5688은 워싱턴주의 동성 결혼을 위한 마지막 점진적 절차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상원 법안 5688에 반대합시다!
여성과 남성간의 단일혼은 문명화된 사회의 기초를 이루며 수백 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정신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혼인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상원 법안 5688에 반대합시다!
SB 5688은 “남편”과 “아내”와 같은 용어를 “중성적인” 것으로 재정
의 합니다. 새로운 법률은 어린이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공립 학교
에서 어린이들이 “가족 단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수락하도록 하여
동성의 동거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원 법안 5688에 반대합시다!
상원 법안 5688이 구현될 경우, 정부가 다시 거대해질 것이며 워싱턴
주 납세자들은 엄청난 세금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옹호 성명서에 대한 항변
법률적 혜택은 권리가 아닙니다. 동성연애를 선택한 개인도 모든 미
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미 동일한 법적 권리 및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
다. 워싱턴주에서는 다른 유형의 혼인보다는 1인의 남녀로 형성되는
단일혼을 인정하고 권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 5688은 워싱턴주
의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무의미하게 할 것입니다.
워싱턴주는 동성간의 관계를 혼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SB 5688에 반대하여 결혼의 의미를 보호합시다!

모든 가족은 법에 따라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변론 작성자

서로를 돌보기 원하는 헌신적인 부부에게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 필요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Larry Stickney, 캠페인 매니저, Protect Marriage Washington, Gary
Randall, 회장, Faith and Freedom Network, Matt Shea, 대표(R), 4th
LD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Stephen Pidgeon, 법률 변호사,
P.S.

병원에 있을 경우 서로 병문안하거나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가를 내
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들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이 법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결혼의 정
의를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변론 작성자
Kelly Fox, 회장, 워싱턴주 소방위원회(Washington State Council
of Fire Fighters), Denise Klein, 상무이사, 노인 서비스(Senior
Services); Linnea Hirst, 회장, 워싱턴주 여성투표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 of Washington); Paola Maranan, 상무 이사, 어
린이 연합(Children’s Alliance); James Kelly, CEO, 메트로폴리탄
시애틀 도시 연맹(Urban League of Metropolitan Seattle); Audrey
Haberman, 상무 이사, 명예 재단(Pride Foundation).

전화: (425) 451-7753, 웹 사이트 www.protectmariage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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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원문
의제 법안 No. 71 전체 원문
국가 인정 동거인의 권리 및 책임 확장에 관한 법령. RCW
2.10.030, 6.27.140, 10.77.205, 11.88.030, 26.60.040,
26.60.090, 41.16.010, 41.18.010, 49.78.020, 65.12.035,
71.05.425, 72.09.015, 72.09.712, 72.36.115, 77.36.010,
83.100.046, 83.100.047 및 84.04.050 개정, 26.60 RCW장
신규 절 추가, 34.05 RCW장 신규 절 추가, 1.12 RCW장 신
규 절 추가,1.16 RCW장 신규 절 추가, 2.10 RCW장 신규
절 추가, 2.12 RCW장 신규 절 추가, 2.14 RCW장 신규 절
추가, 2.56 RCW장 신규 절 추가, 4.24 RCW장 신규 절 추
가, 4.28 RCW장 신규 절 추가, 5.44 RCW장 신규 절 추
가, 6.15 RCW장 신규 절 추가, 6.27 RCW장 신규 절 추
가, 7.08 RCW장 신규 절 추가, 7.68 RCW장 신규 절 추
가, 9.58 RCW장 신규 절 추가, 9.68 RCW장 신규 절 추
가, 9.68A RCW장 신규 절 추가, 9.94A RCW장 신규 절 추
가, 9A.16 RCW장 신규 절 추가, 9A.40 RCW장 신규 절 추
가, 9A.44 RCW장 신규 절 추가, 9A.76 RCW장 신규 절 추
가, 10.77 RCW장 신규 절 추가, 10.95 RCW장 신규 절 추
가, 10.99 RCW장 신규 절 추가, 10.101 RCW장 신규 절 추
가, 11.40 RCW장 신규 절 추가, 11.42 RCW장 신규 절 추
가, 11.66 RCW장 신규 절 추가, 11.68 RCW장 신규 절 추
가, 11.88 RCW장 신규 절 추가, 11.94 RCW장 신규 절 추
가, 11.95 RCW장 신규 절 추가, 11.98 RCW장 신규 절 추
가, 11.104A RCW장 신규 절 추가, 11.108 RCW장 신규 절
추가, 13.34 RCW장 신규 절 추가, 13.40 RCW장 신규 절 추
가, 13.64 RCW장 신규 절 추가, 18.20 RCW장 신규 절 추
가, 18.35 RCW장 신규 절 추가, 18.51 RCW장 신규 절 추
가, 18.96 RCW장 신규 절 추가, 18.118 RCW장 신규 절 추
가, 18.120 RCW장 신규 절 추가, 19.09 RCW장 신규 절 추
가, 19.16 RCW장 신규 절 추가, 19.36 RCW장 신규 절 추
가, 19.40 RCW장 신규 절 추가, 19.72 RCW장 신규 절 추
가, 19.98 RCW장 신규 절 추가, 19.120 RCW장 신규 절 추
가, 19.205 RCW장 신규 절 추가, 19.220 RCW장 신규 절 추
가, 19.225 RCW장 신규 절 추가, 21.20 RCW장 신규 절 추
가, 21.35 RCW장 신규 절 추가, 23B.08 RCW장 신규 절 추
가, 23B.19 RCW장 신규 절 추가, 26.09 RCW장 신규 절 추
가, 26.18 RCW장 신규 절 추가, 26.26 RCW장 신규 절 추
가, 26.27 RCW장 신규 절 추가, 26.28 RCW장 신규 절 추
가, 26.33 RCW장 신규 절 추가, 28B.10 RCW장 신규 절 추
가, 28B.15 RCW장 신규 절 추가, 28B.50 RCW장 신규 절 추
가, 30.22 RCW장 신규 절 추가, 31.12 RCW장 신규 절 추
가, 35.21 RCW장 신규 절 추가, 35.54 RCW장 신규 절 추
가, 35A.01 RCW장 신규 절 추가, 36.17 RCW장 신규 절 추
가, 36.88 RCW장 신규 절 추가, 38.42 RCW장 신규 절 추
가, 38.52 RCW장 신규 절 추가, 41.04 RCW장 신규 절 추
가, 41.06 RCW장 신규 절 추가, 41.16 RCW장 신규 절 추
가, 41.18 RCW장 신규 절 추가, 41.20 RCW장 신규 절 추
가, 41.24 RCW장 신규 절 추가, 41.26 RCW장 신규 절 추
가, 41.28 RCW장 신규 절 추가, 41.32 RCW장 신규 절 추
가, 41.34 RCW장 신규 절 추가, 41.35 RCW장 신규 절 추
가, 41.37 RCW장 신규 절 추가, 41.40 RCW장 신규 절 추
가, 41.44 RCW장 신규 절 추가, 41.50 RCW장 신규 절 추
가, 41.54 RCW장 신규 절 추가, 41.68 RCW장 신규 절 추
가, 42.23 RCW장 신규 절 추가, 42.52 RCW장 신규 절 추

가, 43.20B RCW장 신규 절 추가, 43.43 RCW장 신규 절 추
가, 43.56 RCW장 신규 절 추가, 43.180 RCW장 신규 절 추
가, 43.215 RCW장 신규 절 추가, 43.235 RCW장 신규 절 추
가, 46.04 RCW장 신규 절 추가, 48.17 RCW장 신규 절 추
가, 48.18 RCW장 신규 절 추가, 48.20 RCW장 신규 절 추
가, 48.21 RCW장 신규 절 추가, 48.21A RCW장 신규 절 추
가, 48.22 RCW장 신규 절 추가, 48.23 RCW장 신규 절 추
가, 48.24 RCW장 신규 절 추가, 48.25 RCW장 신규 절 추
가, 48.29 RCW장 신규 절 추가, 48.30 RCW장 신규 절 추
가, 48.41 RCW장 신규 절 추가, 48.43 RCW장 신규 절 추
가, 48.44 RCW장 신규 절 추가, 48.46 RCW장 신규 절 추
가, 48.66 RCW장 신규 절 추가, 48.76 RCW장 신규 절 추
가, 49.12 RCW장 신규 절 추가, 49.48 RCW장 신규 절 추
가, 49.74 RCW장 신규 절 추가, 49.77 RCW장 신규 절 추
가, 49.78 RCW장 신규 절 추가, 49.86 RCW장 신규 절 추
가, 50.04 RCW장 신규 절 추가, 51.08 RCW장 신규 절 추
가, 59.18 RCW장 신규 절 추가, 59.20 RCW장 신규 절 추
가, 59.21 RCW장 신규 절 추가, 59.22 RCW장 신규 절 추
가, 62A.1 RCW장 신규 절 추가, 65.12 RCW장 신규 절 추
가, 66.24 RCW장 신규 절 추가, 67.70 RCW장 신규 절 추
가, 68.04 RCW장 신규 절 추가, 70.02 RCW장 신규 절 추
가, 70.24 RCW장 신규 절 추가, 70.47 RCW장 신규 절 추
가, 70.47A RCW장 신규 절 추가, 70.58 RCW장 신규 절 추
가, 70.122 RCW장 신규 절 추가, 70.128 RCW장 신규 절 추
가, 70.190 RCW장 신규 절 추가, 71.05 RCW장 신규 절 추
가, 71.09 RCW장 신규 절 추가, 71.12 RCW장 신규 절 추
가, 71.32 RCW장 신규 절 추가, 71A.20 RCW장 신규 절 추
가, 72.01 RCW장 신규 절 추가, 72.09 RCW장 신규 절 추
가, 72.23 RCW장 신규 절 추가, 72.36 RCW장 신규 절 추
가, 72.64 RCW장 신규 절 추가, 72.66 RCW장 신규 절 추
가, 73.16 RCW장 신규 절 추가, 74.04 RCW장 신규 절 추
가, 74.08A RCW장 신규 절 추가, 74.09 RCW장 신규 절 추
가, 74.09A RCW장 신규 절 추가, 74.13 RCW장 신규 절 추
가, 74.15 RCW장 신규 절 추가, 74.20 RCW장 신규 절 추
가, 74.20A RCW장 신규 절 추가, 74.34 RCW장 신규 절 추
가, 74.41 RCW장 신규 절 추가, 77.08 RCW장 신규 절 추
가, 79A.05 RCW장 신규 절 추가, 80.28 RCW장 신규 절 추
가, 81.28 RCW장 신규 절 추가, 81.80 RCW장 신규 절 추
가, 82.08 RCW장 신규 절 추가, 83.100 RCW장 신규 절 추
가, 83.110A RCW장 신규 절 추가, 84.04 RCW장 신규 절 추
가, 85.38 RCW장 신규 절 추가, 87.03 RCW장 신규 절 추
가, 89.12 RCW장 신규 절 추가, 91.08 RCW장 신규 절 추
가. 폐지하는 장: RCW 26.60.050 및 26.60.055. 효력 개시
일 제공.

페이지 20에서 계속.

법안 원문을 읽는 방법
법안의 원문에서 한 줄의 이중 괄호 안에 있
는 부분은 기존의 주 법률이며 투표자들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법률에서 제거됩니다. 밑줄 친 부
분은 현재 주 법률에 표시되지 않지만 투표자들이 법
안을 승인할 경우 법률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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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의회가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정한다:
신규 절. 제 1.절 제 26.6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
음과 같다:
미국 법률의 목적에 따라 국가 인정 동거인은 혼인한 배우
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다. 개인이 현재 또는 과거의 배
우자이거나,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현재 또
는 과거의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법규, 행정 또는
재판소의 규칙, 정책, 관습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
나 부과되는 모든 특권, 면책, 권리, 혜택 또는 책임은 개인이
현재 또는 과거의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거나 국가가 인정
한 동거를 기준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특정한 방법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친척 관계인 경우에 개인에게 실재 또는 절
차법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부여된다. 본 법령의 조항은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인정 동거인 및 혼인
한 배우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
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절 제 2.1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6.절 RCW 2.10.030 및 1997 c 88 s 5는 각각 다음과 같
이 수정된다:

신규 절. 제 2.절 제 34.0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에서 “정년제”란 “워싱턴주 재판소 명령에 의한 정
년제”를 의미한다.

(1) 연방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연방법 또는 규정
과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한 지출이 승
인된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국가 기관은 현재 또는 과거에 개
인이 혼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부
과된 모든 특권, 면책, 권리, 혜택 또는 책임이 현재 또는 과거
의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도 동등하게 허용 또
는 부과된다는 의도를 반영하도록 규칙을 수정한다.

(2) “판사”란 제 2.04, 2.06, 2.08장 RCW에서 설명된 기록
재판소의 판사로서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의미한다. “판
사”에는 RCW 2.04.240(2) 또는 2.06.150(2)에 따라 지명된 임
시 판사를 제외하고 임시 판사로 일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
는다.

(2) 연방 복리수행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연방법 또는 규정
과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규칙을 생성하거나 기존
의 것을 수정하는 모든 기관의 명령은 본 절의 하위절(1)에서
설명한 의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3) 본 절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관의 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신규 절. 제 3.절 제 1.1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법전의 목적에 따라 제26.04장 RCW를 제외하고 배우
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
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
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
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절 제 1.1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법전의 목적에 따라 제26.04장 RCW를 제외하고 배우
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
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
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3) 여기에서 “퇴직위원회”란 “워싱턴주 재판소 명령에 의
한 퇴직위원회”를 의미한다.
(3) “생존 배우자”란 판사의 생존하는 미망인, 홀아비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을 의미한다. “생존 배우자”에는 판사의 이
혼한 배우자 또는 판사와 국가 인정 동거 관계인 배우자로서
관계가 끝나거나, 이혼 또는 무효화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
다.
(5) 여기에서 “퇴직금”이란 “워싱턴주 재판소 명령에 의한
퇴직금”을 의미한다.
(6) “수혜자"란 퇴직 수당, 장애인 수당 또는 기타 여기에 설
명한 복리후생을 수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7) “월급”이란 판사 직위의 월 급여를 의미한다.
(8) “서비스”란 여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판사로서 일한 전
체 기간을 의미한다. 기간의 처음 또는 마지막 개월에서 10일
이상 일한 경우, 전체 월 동안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서비스 기간을 1개월로 계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서비스 개월은 퇴직 수당 또는 기타 본 장에 설명된
복리후생의 계산에 포함된다. 서비스 연도는 총 서비스 개월
수를 12로 나누어 결정한다. 나머지 서비스 연도를 계산하고
남은 개월은 퇴직 수당 또는 복리후생을 계산할 때 고려한다.
(9) “최종 평균 급여”란 (a) 은퇴일 이전에 같은 재판소에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판사의 경우, 은퇴 직전까지 판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급여, (b) 다른 판사의 경우, 지난 10년의 서
비스 기간 동안 가장 금액이 높았던 24개월 동안의 평균 급여
를 의미한다.
(10) 물가 증가 또는 감소가 적용되는 “퇴직 수당”은 퇴직
수당, 장애 수당, 생존 복리후생이 포함된다.
(11) “지수”란 특정 연도의 도시 임금 노동자 및 사무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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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소비자 평균 연간 가격 지수를 의미하며 모든 항목에
서 (1957-1959=100) 미국 노동부 산하 통계청을 준수한다.
(12) “누적 납부금”이란 RCW 2.10.090에 따라 판사의 월급
에서 공제한 총 금액과 정년제 국 책임자가 1988년 7월 1일부
터 정한 정기 이자율을 의미한다.
신규 절. 제 7.절 제 2.1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절 제 2.1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절 제 2.5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절 제 4.2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절 제 4.2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절 제 5.4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3.절 제 6.1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4.절 제 6.27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5.절 RCW 6.27.140 및 2003 c 222 s 6은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1) RCW 6.27.130(1)에 따라 개별 판결 확정 채무자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통지서는 엘리트 타입보다 크
게 인쇄 또는 타이핑한 다음의 양식이 된다.
차압 및 기소자 권리 통지서
워싱턴주 재판소에서 발행한 차압 영장은 첨부한 영장의
사본에 있는 이름의 출두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된다. 본
영장을 수령한 후 출두자는 기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
급을 보류하고 출두자가 소유하거나 제어하는 기소자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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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산을 보류해야 한다. 본 기소자 권리 통지서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 . . . . . . . . . . .	

기소자는 다음의 면제 권리를 가진다:

. . . . . . . . . . . .	

임금. 출두자가 기소자의 임금 및 기타 개인적 수입을 지
불해야 할 기소자의 고용주일 경우, 차압 영장에 설명된 바
와 같이 고용주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면제된 해당 금액
을 기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기소자는 고용주의 답변서 사
본을 수령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면제 금액의 계산 방법이 포
함되어 있다. 차압 통지서가 육아에 대한 것일 경우, 기소자
에게 지불된 면제 금액은 기소자의 해당 임금의 40%가 되지
만 기소자가 배우자, 국가 인정 동거인 또는 부양 자녀를 부양
하는 경우, 기소자는 추가적으로 10% 면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출두자 부양자

은행 계좌. 출두자가 은행이거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저소득가정 재정지원 서비
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사회보장 보조금), 사
회보장, 퇴역 군인 수당, 실업 수당 또는 미국 연금 등과 같은
수당을 예금했던 계정이 있는 기타 기관일 경우, 기소자는 해
당 계정에 그러한 수당만 예금해왔다면 해당 금액을 모두 면
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소자가 동일한 계정에 다른 출처
의 자금을 예금한 경우에도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RCW
26.16.200에 따라서도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부모
의 소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금을 지역사회 은행 계좌에 입
금한 것은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로서 차압에서 면제될 수 있
다.
기타 면제. 출두자가 기소자의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 기소자가 선택한 재산(현금 또는 은행 계좌의 최대 100달
러 포함) 및 가정내 가구, 도구, 차량(서로 다른 제한적 가치 가
짐) 등 특정 재산의 최고 500달러까지 면제하는 워싱턴 법규
인 RCW 6.15.010에 따라 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요청 방법. 동봉한 면제 양식을 작성하여 요청서의 지침
에 따라 우편 발송 또는 배송한다. 원고가 기소자의 배상 청구
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기소자의 청구서를 수령한지
10일 이내에 기소자가 면제를 청구한 자금 또는 기타 재산을
면제해야 한다. 원고가 반대할 경우, 원고가 기소자의 청구서
를 수령한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 통지서
및 심의 날짜는 요청서에 있는 주소로 우편발송한다.
이 법률은 다른 면제 권리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상기 및
기타 권리를 주장하도록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지만 기소자는
지연으로 인한 권리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2) RCW 6.27.130(1)에 따라 개별 판결 확정 채무자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청구서는 엘리트 타입보다 크
게 인쇄 또는 타이핑한 다음의 양식이 된다.
[두서는 판결 채권자 또는 원고가 우편 발송 전에 작성해야
함.]
............

원고,
대.

부양자,

지침:
1. 동봉한 통지서를 읽은 후 이 양식 전체를 숙독하십시오. 그
다음, 귀하의 면제 요청에 대해 설명하는 상자에 X 표시를 하
고 빈 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 페이지의 하단을 이용하거나 다른 추가 용지를
첨부하십시오.
2. 작성한 양식의 사본을 2부 만드십시오. 원본은 차압 영장
하단에 있는 주소로 재판소 서기관에게 특급 우편 또는 직접
배송하십시오. 사본 중 하나는 차압 영장 하단에 있는 이름과
주소로 원고 또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특급 우편 또는 직접 배
송하십시오. 다른 사본은 직접 보관하십시오. 되도록 빠른 시
일 이내에 이를 수행하되 영장 날짜로부터 28일(4주) 이내에
하십시오.
본인/우리는 다음 금액 또는 재산을 면제액으로 청구합니다:
은행 계좌가 압류된 경우:
[ ] 해당 계좌는 다음으로부터의 지급을 포함함:
[ ] TANF, SSI, 기타 공공 지원. 본인은 매월 $ . . . . .를 수령함.
[ ] 사회보장. 본인은 매월 $ . . . . .를 수령함.
[ ] 퇴역 군인 수당. 본인은 매월 $ . . . . .를 수령함.
[ ] 미국 정부 연금. 본인은 매월 $ . . . . .를 수령함.
[ ] 실업 수당. 본인은 매월 $ . . . . .를 수령함.
[ ] 자녀 부양. 본인은 매월 $ . . . . .를 수령함.
[ ] 기타.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은행 계좌에서의 면제를 청구한 경우, 다음 중 하나 또는 양쪽
에 대해 답변하시오:
[ ] 위의 지급으로 인한 자금 이외의 어떤 자금도 계좌에 없음.
[ ] 위의 지급금 이외의 자금이 계좌에 예금되어 있음. 설명 .
.....
...............................................
.....
수입이 자녀 부양으로 차압된 경우:
[ ] 최대 면제를 요청함.
[ ] 다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음.
[ ] 남편, 아내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음.
연금 또는 퇴직 수당이 차압된 경우:
[ ]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
...............................................
.....

재판소 이름
. . . . . . . . . . . .	

면제 요청

번호. . . . . .

...............................................
.....
기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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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에 대해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 절. 제 18.절 제 9.5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다른 개인 재산을 면제 청구한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다른 모
든 동산 목록을 첨부해야 함.) . . . .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기입: 기소자 이름		
			
			
. . . . . . . . . . . .	

기혼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
자격일 경우, 남편/아내/국가
인정 동거인 이름

	. . . . . . . . . . . .

기소자 서명		
인의
			

남편, 아내 또는 국가 인정 동거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전화번호		
우)

주소 (기소자 주소와 다를 경우)

	. . . . . . . . . . . .
전화번호 (기소자 주소와 다를 경

주의: 원고가 기소자의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 재판소에 가서
청구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은
행 계좌가 비어 있다고 주장한다며 판사에게 잔고 명세서 및
은행에 입금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할
수 있다. 청구를 입증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할 경우 기소자의
청구는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판사가 기소자의 면제 청구를 기각할 경우, 기소자가 원고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소자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청구
하지 않았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기
소자가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신규 절. 제 16.절 제 7.0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절 제 7.6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9.절 제 9.6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20.절 제 9.68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21.절 제 9.94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22.절 제 9A.1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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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23.절 제 9A.4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휴가를 주거나 주 정신병원보더 덜 제한적인 시설로 이송하
기 30일 전에 감독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정신착란의 이유로 성
적, 폭력적 또는 중죄적 범죄에 대해 무죄인 것으로 판명된 개
인이며 본 장에 따라 해당 국의 감독 하에 있는 개인의 조건부
석방, 석방, 승인된 휴가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다음으로 발송
한다.
(i) 당사자가 거주하게 될 도시의 경찰청장
(ii) 당사자가 거주하게 될 카운티의 보안관.
(b) 본 장과 관련이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요구한 경우, 본 하위절의 (a)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통지
서를 다음으로 발송한다.
(i) 당사자가 관련된 범죄의 희생자 또는 범죄가 살인이었
을 경우 희생자의 최근친자
(ii) 재판 과정에 있는 당사자에 대해 증언한 목격자

신규 절. 제 24.절 제 9A.4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iii) 검사가 서면으로 지정한 개인.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희생자, 최근친자 또는 통지서를 요청하는 목격자에 대한
정보, 검사가 통지서를 받기 위해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개인
에 대한 정보, 통지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장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신규 절. 제 25.절 제 9A.7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e) 본 하위절 (a) 및 (b)에 있는 통지 요건의 존재는 통지
후 석방 계획이 변경된 경우, 석방 날짜를 연장하도록 하지 않
는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26.절 제 10.77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27.절 RCW 10.77.205 및 2000 c 94 s 17은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1)(a) RCW 10.77.163에 따라 조건부 석방, 석방, 승인된

(c) 본 하위절 (a) 및 (b)의 통지 요건 이외에도 감독자는
RCW 10.77.163을 준수한다.
(d) 본 하위절 (a) 및 (b)에 포함된 30일 통지 요건은 의학적
인 응급 휴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신착란의 이유로 성적, 폭력적 또는 중죄적 범죄에 대
해 무죄인 것으로 판명된 개인이며 본 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
이 면책된 경우, 감독자는 가능한 한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해당 시의 경찰청장 및 당사자가 체포되기 직전에
거주한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사전에
요청한 경우, 감독자는 목격자와 희생자, 범죄가 살인이었을
경우 희생자의 최근친자에게 도주자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알
린다. 감독자는 RCW 10.77.165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통지
한다. 도주자가 다시 체포된 경우, 서기관은 본 하위절에서 지
정한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하되 국에서 다시 체포된
것을 알게된지 2일 이내에 통지한다.
(3) 희생자, 희생자의 최근친자 또는 모든 목격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본 절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그 부모 또는 후견인
에게 발송한다.
(4) 경찰에서는 통지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경찰에 제공
한 최근 주소지로 본 장에서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요
청하는 당사자는 경찰에 최신 주소를 제공한다.
다.

(5) 본 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

(a) “폭력적인 공격"이란 RCW 9.94A.030에 따른 폭력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b) “성폭력"이란 RCW 9.94A.030에 따른 성폭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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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 “최근친자"란 당사자의 배우자, 국가 인정 동거인, 부모,
형제 또는 자녀를 의미한다.
(d) “승인된 휴가”란 RCW 10.77.163을 준수한 후 허용되는
휴가를 의미한다.
(e) “중죄적 범죄”란 RCW 9A.46.060에 정의된 중죄적인 범
죄 행위를 의미한다.
신규 절. 제 28.절 제 10.9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29.절 제 10.99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30.절 제 10.10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31.절 제 11.4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32.절 제 11.4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33.절 제 11.6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34.절 제 11.6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35.절 제 11.8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6.절 RCW 11.88.030 및 1996 c 249 s 8는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1) 개인 또는 법인은 RCW 11.88.020에서 승인되는 바와
같이 무능력자의 후견인 또는 제한적 후견인으로 인정한 자격
을 갖춘 개인, 신탁 회사, 국립은행 또는 비영리 단체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후견 또는 제한적 후견을 위한 요청서 접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당성 있게 행동하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다. 후견 또는 제한적 후견을 위한 요청서에는 다음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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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야 한다.
(a) 무능력자의 이름, 연령, 거주지, 및 우체국 주소;
(b) RCW 11.88.010에 따른 무능력의 성;
(c) 보수, 연금, 보험 또는 수당을 포함하여 무능력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재산의 대략적인 가치 및 설명;
(d) 어느 주에서든지 후견인 또는 제한적 후견인이 있거
나 당사자 또는 무능력자의 재산을 위한 후견 행동이 있는지
의 여부;

중요 통지
자세히 읽으십시오
기소자를 위한 후견인 지명 요청서가 . . . . . 에 접수되었습니
다. 카운티 대법원 담당자 . . . . . . 후견인을 지명한 경우, 하나
이상의 다음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1) 결혼, 이혼, 또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를 시작 또는 종료
(2) 선출 사무소에서 투표 또는 보유
(3) 계약 체결 또는 유언장 작성 또는 취소

(e) 요청자가 후견인 또는 제한적 후견인이 되도록 요청하
는 당사자의 거주지 및 우체국 주소;

(4) 기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지명

(f) 해당 무능력자와 혈연 관계, 결혼 또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로 가장 가까운 개인의 현재까지 알려지거나 합당하게 확
인된 이름, 주소 및 관계의 성격;

(6) 운전 면허증 소지

(g) 해당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시설의 이
름및
주소;
(h) 후견인 또는 제한적 후견인을 지명하려는 이유와 요청
자 지명시 이해 관계, 지명이 당사자, 재산 또는 양쪽에 대한
후견인 또는 제한적 후견인을 지명할지의 여부;

(5) 후견인을 통하지 않고 기소 또는 피소
(7) 재산을 취득, 매매, 소유, 모기지 또는 대여
(8) 의학적 치료에 동의 또는 거부
(9) 보호 및 지원 제공할자 지정
(10) 사회 생활에 대한 의사 결정
기소자는 법률에 따른 권리를 보유한다.

(i) 위임장에 포함된 후견인 지명 확인 및 후견이 필요한 이
유를 포함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과 같이 전술한 무능력자가
이전에 정한 대안적 결정에 대한 설명;

기소자는 자체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권
리를 보유한다. 기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지
불할 경우 기소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재판
소가 기소자를 대변할 변호사를 지명한다.

(j) 무능력의 성격과 정도, 요청한 보호 및 지원의 분야, 재
판소의 지명 명령에 포함하도록 요청한 권리의 제한;

기소자는 자신을 도와줄 후견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k) 재판소의 지명 명령에 포함될 제한적 후견의 요청 기간;
(l) 특정 개인이 소송 후견인으로서 행동하도록 요청자가
제안하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경우, 당사자가 개인을 아는지의
여부 또는 관계와 제안된 이유.
(2)(a) 후견이 필요하며 요청을 할 수 있거나 하고자 하는
개인이 없다고 여겨질 이유가 있을 경우, 후견인 또는 제한적
후견인의 지명 요청을 법무 장관이 할 수 있다.
(b) 법무 장관이 지명한 후견 또는 제한적 후견에 대한 접수
비는 선불하지 않아도 된다. 접수비 지급은 무능력자 재산으
로 요청 이득에 대한 청문회에서 지시해야 하며 재판소의 판
단으로 그러한 지급이 무능력자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는 제외되고 이 경우 접수가 보류된다.
(3) 무능력자가 3천 달러 미만의 총 자산을 가진 경우 후견
요청서 또는 제한적 후견 요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재판소가
부과하는 접수비는 없다.
(4)(a) 전술한 후견의 시작은 후견 지명 요청서 사본과 함께
해당 무능력자 및 소송 후견인에 대해 직접 적용된다. 요청서
를 접수한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그러한 통지 사항이
실시되어야 한다.
(b) 본 하위절에 따라 통지에는 후견 명령에 의한 후견인,
선임 변호사 및 배심 재판을 대상으로 무능력 문제에 대해 제
한하거나 양도될 수 있는 해당 무능력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
분명하고 읽기 쉽도록 적은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
한 통지는 다음의 양식이어야 하며 대문자, 더블 스페이스,
10포인트 크기 이상의 사이즈 글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소자는 재판소에서 자신을 대변하고 기소자에게 후견인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가 열리는 경우 증언할
권리를 보유한다. 소송 후견인을 지명한 경우, 재판소에 후견
인 교체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5)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모든 요청서는 당사자 또는
소송 후견인이 60일 이내에 시간 연장을 요청하여 허용된 경
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 이내에 심의를 한다. 연장이 허용된 경
우, 재판소는 새로운 심의 날짜를 정한다.
신규 절. 제 37.절 제 11.9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38.절 제 11.9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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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39.절 제 11.9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0.절 제 11.104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1.절 제 11.10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2.절 제 13.3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3.절 제 13.4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4.절 제 13.6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5.절 제 18.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6.절 제 18.3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7.절 제 18.5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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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절. 제 48.절 제 18.9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49.절 제 18.11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0.절 제 18.1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1.절 제 19.09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2.절 제 19.1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3.절 제 19.3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4.절 제 19.4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5.절 제 19.7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6.절 제 19.9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7.절 제 19.1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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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8.절 제 19.20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59.절 제 19.2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0.절 제 19.22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1.절 제 21.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2.절 제 21.3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3.절 제 23B.0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4.절 제 23B.19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5.절 제 26.09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6.절 제 26.1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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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7.절 제 26.2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8.절 제 26.27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69.절 제 26.2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과 상
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
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
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70.절 제 26.3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71.절 RCW 26.60.040 및 2007 c 156 s 5는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 국가 인정 동거인이 되려는 두 사람으로서 RCW
26.60.030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서기관에게 국가 인정
동거 관계 신고서를 접수하고 본 절의 하위절 (4)에 따라 정해
진 접수비를 지불하여 동거인을 등록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하고 공증을 해야 한다.
(2) 서기관은 서명하고 공증한 신고서와 접수비를 접수한
후 신고서를 등록하고 국가 인정 동거 관계 증명서를 신고서
에 있는 각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3) 서기관은 국가 인정 동거 관계 신고서의 각 기록을 영구
보관한다. 서기관은 주소 및 이름 변경, 결별, 사망 등과 같이
국가 인정 동거 관계 상태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록을 업데이트할 권리를 보유한다. 서기관은 중요 국가 통
계청에 국가 인정 동거 관계의 신고 기록을 제공한다.
(4) 서기관은 법으로 정하여 서기관 비용을 포함하되 50달
러를 초과하지 않는 신고서 접수를 위한 적절한 수수료를 징
수한다. 본 절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RCW 43.07.130에 따
라 정해진 서기관의 연방 정부 회전 기금에 입금하기 위한 것
이다.
제 72.절 RCW 26.60.090 및 2008 c 6 s 1101는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다른 관할구역에서 유효하게 형성된 혼인 이외의 방법으로
법적으로 결합했으며 이 장의 동거인과 동일하며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은 워싱턴주에서 유효한 동거인으로 인정되며 동거인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에서 인정
하는 동거인으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신규 절. 제 73.절 제 28B.1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F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74.절 제 28B.1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거주 자격을 형성하기 위해 워싱턴 주민의 배우자에게 적용되
는 규칙 및 기간은 워싱턴 주민의 국가 인정 동거인에게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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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절. 제 75.절 제 28B.5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76.절 제 30.2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77.절 제 31.1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78.절 제 35.2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79.절 제 35.5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0.절 제 35A.0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1.절 제 36.17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2.절 제 36.8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3.절 제 38.4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4.절 제 38.5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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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5.절 제 41.0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6.절 제 41.0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87.절 제 41.1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88.절 RCW 41.16.010 및 2007 c 218 s 18은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이 장의 목적에 따라 내용에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를 제외
하고 단어 및 절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수혜자”란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소방관으로 지정되거
나 본 장에 따라 사망한 소방관의 복리후생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위원회”란 시 소방관의 연금위원회를 의미한다.
(3) “자녀 또는 자녀들”이란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자
녀들을 의미한다.

(4) “납부금”이란 소방관의 급여에서 공제된 총 금액과 이
하 설명한 자금에 납무한 총 금액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5) “장애”란 임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6) “소방관”이란 소방소의 구성원으로 정규 또는 임시로
일하거나 대신 일하거나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소
방관 공무원 임용 고시에 합격하여 소방관으로서 고용되어 현
재 활동 중인 사람과 “전 소방관”을 포함한다.
(7) “소방서”란 정기적으로 구성된 정규직으로 유급 고용된
지방 자치 단체의 소방관 대원을 의미한다.
다.

(8) “자금”이란 여기에서 생성된 소방관의 연금을 의미한

(9) “지방 자치 단체”란 정기적으로 구성된 정규직의 유급
소방관을 고용하는 모든 도시 및 타운을 의미한다.
(10) “임무 수행”이란 소방관에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번일 때 발생하는 비상
서비스를 포함하되 점호에 답변하기 전에 직장까지 이동하거
나 퇴근한 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전 소방관”이란 1947년 1월 1일 이전에 소방소의 소
방관으로서 고용되어 활동했으며 이후 고용 관계를 유지했던
소방관을 의미한다.
(12) “퇴역 소방관”이란 소방관으로 고용되었으며 개정된
제 50장 1909법의 규정에 따라 은퇴한 사람을 의미하며 포함
한다.
(13) “미망인 또는 홀아비”란 일정 기간 복역 후 은퇴한 소
방관의 생존하는 아내, 남편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으로서 그
러한 소방관과 합법적으로 혼인하거나 국가 인정 동거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용어가 장애 때문에 은퇴한 소
방관의 아내 또는 전 아내, 남편 또는 전 남편, 현재 또는 전 국
가 인정 동거인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경우,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짜에 합법
적으로 결혼한 아내, 남편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인 사람을 의
미한다. 전술한 용어는 은퇴한 소방관이 사망하기 전 1년 이
내에 자신 또는 자녀 부양을 위해 소방관의 자금을 수령했거
나 수령하려고 한 생존하는 아내, 남편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
을 의미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
신규 절. 제 89.절 제 41.1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90.절 RCW 41.18.010 및 2007 c 218 s 41은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이 장의 목적에 따라 내용에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를 제외
하고 단어 및 절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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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혜자”란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소방관으로 지정되거
나 본 장에 따라 사망한 소방관의 복리후생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자금은 현재 또는 개정
후의 제 41.16장 RCW에 명시된 방법으로 생성되며 명시된 규
정에 따른다.

(2) “소방관”이란 소방소의 구성원으로 정규 또는 임시로
일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새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서 소방관 공무원 임용 고시에 합격하여 소방관으로서 고용되
어 현재 활동 중인 사람과 해당 지방 법규에 따라 지방 자치 단
체가 제공한 경우 소방 배차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 209장
1969법 ex. sess.의 어떠한 조항도 제 209장 1969법 ex. sess.
가 발효된 시점에서 소방 배차인으로 고용된 사람, 소방서의
구성원으로 정규직 또는 임시직 또는 대리인으로 고용되어 급
여를 받는 모든 개인, 현재 또는 개정된 제 41.16장 RCW 규정
에 따라 기여한 개인, RCW 41.18.170에 따라 본 장의 규정을
따른 사람, 소방관으로 활동했거나 소방소에서 소방관 또는
소방 배차인으로 일한 사람 등의 확정된 연금 권리를 손상시
키거나 손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13) “지방 자치 단체”란 정기적으로 구성된 정규직의 유
급 소방관을 고용하는 모든 도시, 타운, 화재 보호 구역을 의
미한다.

(3) “퇴역 소방관”이란 소방관으로 고용되었으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은퇴한 사람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4) “기본급”이란 근속수당을 포함한 기본 월급을 의미하며
공무원 임용 고시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특별 임무에 대해 소
방관이 수령할 수 있었던 추가 보상과 관계 없이 은퇴한 소방
관이 은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순위에 따른다. 이 경
우, 그러한 기본 급여는 대대장의 급여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
주되지 않는다.
(5) “미망인 또는 홀아비”란 소방관의 생존하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일정 기간 복역 후 은퇴한 소방관의 생존하는 아내,
남편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으로서 그러한 소방관이 은퇴하기
전에 5년 동안 소방관과 합법적으로 혼인하거나 국가 인정 동
거인 관계를 맺은 사람, 장애 때문에 은퇴한 소방관의 생존하
는 아내, 남편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혼인하거나 국가 인정
동거 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현재 활동 중이거나
은퇴한 소방관의 이혼한 아내 또는 남편이나 전 국가 인정 동
거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 “자녀” 또는 “자녀들”이란 소방관의 18세 미만 미혼 자
녀로서
소방관이 사망할 당시 소방관의 법적 보호하에 있었던 사람
을 의미한다.
(7) “취득한 이자”란 자금 투자로 취득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방관 연금의 연간 증가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소
방관이 일을 그만두고 납부금을 수령할 때 소방관에게 지급되
는 취득 이자는 각 소방관의 납부금에 직접 관련된 자금의 총
수입 부분이 된다. 개별 납부금에 소속되는 전년도 자금 소득
은 각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방관의 계좌에 할당된다.
(8) “위원회”란 시 소방관의 연금위원회를 의미한다.
(9) “납부금”이란 소방관의 급여에서 공제된 총 금액과 이
하 설명한 자금에 납무한 총 금액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10) “장애”란 소방관에게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
며 이를 포함한다.
(11) “소방서”란 정기적으로 구성된 정규직으로 유급 고용
된 지방 자치 단체의 소방관 대원을 의미한다.
(12) “자금”이란 현재 또는 개정 후 RCW 41.16.010에 명시

(14) “임무의 수행”이란 소방관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업
무 또는 노동의 수행을 의미하며 비번일 때 발생하는 비상 서
비스를
포함한다.
신규 절. 제 91.절 제 41.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2.절 제 41.2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3.절 제 41.2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4.절 제 41.2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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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5.절 제 41.3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6.절 제 41.3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7.절 제 41.3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8.절 제 41.37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99.절 제 41.4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0.절 제 41.4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1.절 제 41.5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2.절 제 41.5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3.절 제 41.6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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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4.절 제 42.2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5.절 제 42.5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6.절 제 43.20B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7.절 제 43.4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8.절 제 43.5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09.절 제 43.18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0.절 제 43.21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1.절 제 43.23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2.절 제 46.0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편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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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3.절 제 48.17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4.절 제 48.1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5.절 제 48.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6.절 제 48.2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7.절 제 48.21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8.절 제 48.2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19.절 제 48.2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0.절 제 48.2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1.절 제 48.2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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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2.절 제 48.29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3.절 제 48.3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4.절 제 48.4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5.절 제 48.4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6.절 제 48.4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7.절 제 48.4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8.절 제 48.6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29.절 제 48.7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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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절. 제 130.절 제 49.1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31.절 제 49.4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32.절 제 49.7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33.절 제 49.77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34.절 제 49.7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35.절 RCW 49.78.020 및 2006 c 59 s 2는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의 정
의는 본 장 전체에 적용된다.
(1) “자녀”란 생물학적, 입양 또는 수양 자녀, 의붓자식, 법
적 피후견인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의 자녀를 의미하며
다음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a) 18세 미만 또는 (b)
18세 이상이며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
(2) “국"란 노동 산업국을 의미한다.
(3) “책임자"란 노동 산업부의 책임자를 의미한다.
(4)(a) “직원”이란 다음을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i) 고용주가 12개월 이상 고용했으며 RCW 49.78.220에 따
라 휴가를 요청한 사람, (ii) 지난 12개월 동안 고용주를 위해
1250시간 이상 일한 사람.
(b) “직원”은 고용주가 업무 장소의 75마일 이내에서 고용
한 전체 직원이 50명 미만일 경우, 본 하위절의 (a)에서 정의
한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의미
하지 않는다.
(5) “고용주”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워싱턴주에서 모든 사
업체, 산업, 전문업 또는 활동을 하는 개인, 기업, 회사, 파트너
십, 사업신탁, 법적 대리인, 또는 기타 법인으로서 현재 또는
이전 연도에 각각 20주 이상 동안 매일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
용한 카운티, 시, 타운, 지방기업, 준지방기업 또는 정치 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방 정부 단체, (b) 주, 주 기관,
주 에이전시, (c) 카운티, 시, 타운, 지방기업, 준지방기업, 또는
정치 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방 정부 단체.
(6) “고용 복리후생”이란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혜택을 의미하며 29 U.S.C. Sec.
1002(3)에 정의된 직원 복리후생 플랜을 통하거나 고용주의
관례 또는 서면 규정을 통해 제공되는 복리후생을 제외한 단
체 생명보험, 건강보험, 장애 보험, 병가, 연차 휴가, 교육 혜택,
연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7) “가족 구성원”이란 직원의 자녀, 부모, 배우자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을 의미한다.
(8) “의료 서비스 제공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제
18.71장 RCW에 따라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또는 제 18.57장
RCW에 따라 접골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b) 제
18.79장 RCW에 따라 전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c) 책임
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 기타 개인.
(9) “간헐적 휴가”는 해당되는 한 가지 사유로 별도의 기간
동안 휴가를 얻는 것을 말한다.
(10)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한 휴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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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W 49.78.220(1)(c)에 설명된 휴가를 의미한다.
(11)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을 위한 휴가”란 RCW
49.78.220(1)(a) 또는 (b)에 설명된 휴가를 의미한다.
(12) “직원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한 휴가”란 RCW
49.78.220(1)(d)에 설명된 휴가를 의미한다.
(13) “부모”란 직원의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 또는
직원이 아동이었을 때 부모의 역할을 했던 개인을 의미한다.
(14) “무능 기간”이란 심각한 건강 상태, 그러한 상태의 치
료 또는 회복, 입원환자 치료와 관련된 후속 치료 때문에 업무
수행, 학교 등교 또는 일상적 활동 수행을 할 수 없는 무능력
을 의미한다.
(15) “단축 휴가 일정”이란 직원의 근무 주간당 시간 또는
하루당 시간을 줄이는 휴가 일정을 의미한다.
(16)(a) “심각한 건강 상태”란 다음과 관련된 질병, 부상, 결
함, 신체 또는 정신적 상태를 의미한다:
(i) 무능 기간을 포함하여 병원, 호스피스 또는 주거식 의료
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또는
(ii)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속적인 치료. 의료 서비스 제
공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련된 심각한 건강 상태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다:
(A) 3일 이상 연속되는 무능 기간, 후속 치료 또는 무능의
기간으로서 다음과 관련된 동일한 상태:
(I)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원이 의료 서
비스 제공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제공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명령 또는 추천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2회 이상
제공한 치료, 또는
(II)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감독 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하게
된 하나 이상의 상태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치료
(B) 임신 또는 양육으로 인한 무능 기간
(C) 만성적인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한 무능 기간 또는 치
료. 다음과 같은 만성적인 심각한 건강 상태:
(I)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호원 또는 의사 보조원이 의료 서
비스 제공자의 직접적 감독 하에 행하는 치료를 위해 정기 방
문이 필요
(II) 하나의 건강 상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하여 오랜 기간 지속
(III) 지속적인 무능의 기간 보다는 일시적 문제 야기
(D) 치료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한 영구적 또는 장기적인
무능 기간 해당 직원 또는 가족 구성원은 지속적인 감속 하에
있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
지 않아도 됨.
(E) 사고 또는 다른 부상 후 회복 수술이나 암, 심각한 관절
염 또는 신장 질환 등 의학적 중재 또는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3일 이상 연속으로 무능 기간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 또는 추천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
공자에 의해 실시된 치료로부터 회복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
중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
(b) 본 하위절의 (a)의 목적을 위한 치료에는 심각한 건

강 상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
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치료에는 정기 신체
검사, 눈 검사, 치과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하위절의
(a)(ii)(A)(II)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 방법에는 건강 상태를 해결
또는 완화하기 위해 특별 장치가 필요한 처방약 또는 치료 요
법의 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스피린, 항히
스타민 또는 연고 등의 비처방 의약품 사용 또는 기대는 장치
나 음용수의 사용, 운동,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타 유사 활동 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치료 방법은 이
장의 목적으로서 지속적인 치료 방법에 충분히 해당되지 않
는다.
(c) 미용 처치를 해야 하는 상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합병증이 전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각한 건강 상태”가 아
니다.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을 경우, 편두통, 일반적인 치과
또는 치아 문제, 치주 질병 등이 아닌 일반 감기, 독감, 귀 통증,
식체, 미약한 궤양, 두통 등은 “심각한 건강 상태”의 정의에 부
합하지 않으며 본 장의 휴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상 또는 종
양 제거 후 복구를 위한 치과 또는 성형수술은 본 절의 모든 기
타 조건에 부합하는 심각한 건강 상태이다. 스트레스 또는 알
레르기로 인한 정신 질환은 이 절의 모든 기타 조건에 부합하
는 심각한 건강 상태이다.
(d) 물질 남용은 본 절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심각한 건
강 상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한 의료 서비스 관련자에 의한 물질 남
용 치료를 위한 경우에만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치료가 아닌
물질 사용 때문에 직원이 결근할 경우, 본 장에 따른 휴가 자
격이 없다.
(e) 본 하위절의 (a)(ii)(B) 또는 (C)에 따른 무능으로 인한 결
근은 직원 또는 직계 가족이 결근한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으
며 결근이 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본 장에 따라 휴가
자격이 될 수 있다.
(17) “배우자”란 경우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 또는 국가 인
정 동거인을 의미한다.
신규 절. 제 136.절 제 49.8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37.절 제 50.0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편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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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38.절 제 51.0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편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39.절 제 59.1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40.절 제 59.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41.절 제 59.2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신규 절. 제 142.절 제 59.2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43.절 제 62A.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편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44.절 제 65.1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45.절 RCW 65.12.035 및 1907 c 250 s 7는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신청서는 적절한 변경을 하여 다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초기 등기 신청서

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주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다음 카운티에 있는 워싱턴주 대법원 . . . . . . 카운티.

카운티 . . . . . . . . . . . . , }
사안
신청 내용. . . . . . . . .
여기에 설명한
토지의 소유권
등록		

}

요청서

해당 재판소의 . . . . . . 판사님께: 본인은 여기에 설명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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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질문
에 대한 답변과 여기 포함된 진술서는 본인이 아는 한 사실임
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 신청인 이름, . . . . . ., 연령, . . . . 세.
거주지, . . . . . . . . . . . (번지수 및 거리). 본인은 . . . . . . (남편,
아내,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의 이름)와(과) 혼인 또는 국가 인
정 동거 관계임.
두 번째. 신청서는 . . . . . .이(가) . . . . . . (소유자, 대리인 또
는 변호사)로서 작성했습니다. 거주지, . . . . . . . . . . . (번지수,
거리).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재산 또는 소유권은. . . . . . 및 . . . . . . 이며 주택에 종속되어
있다.
네 번째. 토지는 . . . . . .이며 . . . . . . . . . . .
(점유자 이름)이(가) 점유하고 있으며 그의 주소는
. . . . . . . . . . .이다 (번지수 거리 및 타운 또는 시). 재산, 소유
권 또는 점유자의 권리는 . . . . . .이다.
다섯 번째. 토지. . . . . .에 대한 저당 및 채무는 점유자 또
는 소유자 이름 . . . . . . 우체국 주소 . . . . . . . . . . . 청구 금액,
$. . . . 해당 카운티 기록 장부 . . . .권, 페이지 . . . .에 기록 완
료됨.
여섯 번째.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재산, 소유권 또는 권리
나 재산의 소유, 잔여권, 복귀권 또는 가능성을 가지거나 주
장하는 기타 개인, 기업 또는 회사는 . . . . . .이며 그 주소는
. . . . . . . . . . . 이다.
재산, 소유권 또는 권리의 자격은 . . . . . . . . . . . . .이다.
일곱 번째. 해당 토지와 관련된 기타 요소 및 본 등록 절차
에서 고려할 사항은 . . . . . .이다 일곱 번째. 해당 토지와 관련
된 기타 요소 및 본 등록 절차에서 고려할 사항은 . . . . . .이다
여덟 번째. 따라서 신청인은 이 성스러운 재판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찾거나 밝히고 이
를 판결하며 소유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하고 기타 합당한 권리
를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
(신청자 서명)
. . . . . ., 대리인, 변호사, 행정 담당자 또는 후견인. 본인 앞에
서 A.D. 19. . .년 . . . . . .월 . . . .일에 동의하고 맹세함.
			
		
		

............
워싱턴주 공증인,
. . . . . . 소재.

신규 절. 제 146.절 제 66.2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47.절 제 67.7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48.절 제 68.0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편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49.절 제 70.0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50.절 제 70.2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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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51.절 제 70.47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52.절 제 70.47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53.절 제 70.5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54.절 제 70.12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55.절 제 70.12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56.절 제 70.19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57.절 제 71.0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58.절 RCW 71.05.425 및 2008 c 213 s 10은 각각 다
음과 같이 수정된다:
(1)(a) 본 절의 하위절 (2)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RCW
71.05.325(2)에 따라 조건부 석방, 최종 석방, 승인된 휴가를
주거나 주 정신 병원 이외의 시설로 이송하기 30일 전에 감독
자는 RCW 10.77.086(4)에 따라 성적, 폭력적 또는 중죄적 범
죄의 기각 후 RCW 71.05.280(3) 또는 71.05.320(3)(c)에 따라
개인에게 조건부 석방, 석방, 승인된 휴가 또는 이송하는 것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다음으로 발송한다.
(i) 당사자가 거주하게 될 도시의 경찰청장 및
(ii) 당사자가 거주하게 될 카운티의 보안관.
(b) RCW 10.77.086(4)에 따른 성적, 폭력적 또는 중죄적 범
죄의 기각 후 RCW 71.05.280(3) 또는 71.05.320(3)(c)에 따라
본 장과 관련이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요구한
경우, 본 하위절의 (a)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통지서를 다
음으로 발송한다.
(i) RCW 71.05.280(3) 또는 71.05.320(3)(c)에 따른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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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RCW 10.77.086(4)에 따라 기각된 성적, 폭력적 또는
중죄적 범죄의 희생자 또는 해당 범죄가 살인일 경우 희생자
의 최근친자
(ii) 재판 과정에 있는 당사자에 대해 증언한 목격자
(iii) 검사가 서면으로 지정한 당사자.
희생자, 최근친자 또는 통지서를 요청하는 목격자에 대한
정보, 검사가 통지서를 받기 위해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개인
에 대한 정보, 통지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장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c) 본 하위절에 포함된 30일 통지 요건은 의학적인 이송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d) 본 하위절에 있는 통지 요건의 존재는 통지 후 석방 계
획이 변경된 경우, 석방 날짜를 연장하도록 하지 않는다.
(2) RCW 10.77.086(4)에 따른 성적, 육체적 또는 중죄적 범
죄의 기각 후 RCW 71.05.280(3) 또는 71.05.320(3)(c)와 관련
이 있는 당사자가 탈옥하는 경우, 감독자는 가능한 한 가장 합
리적이고 긴급한 방법으로 해당 시의 경찰청장 및 당사자가
체포되기 직전에 거주한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이를 즉시 알
려야 한다. 사전에 요청한 경우, 감독자는 목격자와 (i) RCW
71.05.280(3) 또는 71.05.320(3)(c)에 따른 전술한 서약인
RCW 10.77.086(4)에 따라 기각된 성적, 폭력적 또는 중죄적
범죄의 희생자 또는 해당 범죄가 살인일 경우 희생자의 최근
친자에게 이를 알린다. 또한 서기관은 RCW 71.05.390(18)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이를 알린다. 다시 체포한 경우, 감독자
는 본 하위절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하되
국에서 다시 체포된 것을 알게된지 2일 이내에 통지한다.
(3) 희생자, 희생자의 최근친자 또는 모든 목격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본 절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그 부모 또는 후견인
에게 발송한다.
(4) 감독자는 통지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경찰에 제공한
최근 주소지로 본 장에서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요청
하는 당사자는 경찰에 최신 주소를 제공한다.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60.절 제 71.1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61.절 제 71.3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62.절 제 71A.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b) “성폭력"이란 RCW 9.94A.030에 따른 성폭력을 의미
한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c) “최근친자"란 개인의 배우자, 국가 인정 동거인, 부모,
형제 또는 자녀를 의미한다.

신규 절. 제 163.절 제 72.0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d) “중죄적 범죄”란 RCW 9A.46.060에 정의된 중죄적인 범
죄 행위를 의미한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다.

(5) 본 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

(a) “폭력적인 공격"이란 RCW 9.94A.030에 따른 폭력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신규 절. 제 159.절 제 71.09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신규 절. 제 164.절 제 72.09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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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65.절 RCW 72.09.015 및 2008 c 231 s 47은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본 절의 정의는 이 장의 전체에 적용된다.
(1) “성인 기본 교육”이란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일반적인
동급의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ESL, 준비, 시험 서비스를 포
함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일반적인 실력을 달성하기 위
해 마련된 교육 또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14) “개별 귀환 계획”이란 지역사회에 범죄자를 돌려보낼
준비 계획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국과 범죄자 사이에서 협의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자의 위험 및 요구사항을 식별할
표준화된 종합 도구를 사용한 범죄자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 귀환 계획은 감옥에서 개별 범죄자를 석방시킬 준비를
할 때 발생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사회에서 경험하게
될 감독 및 서비스를 지정하고 감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갱생 지도를 하기 위해 석방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개별 귀환
계획은 범죄자의 수감 및 감독 기간에 걸쳐 범죄자의 현재 요
구사항 및 위험과 관련되도록 업데이트한다.
(15) “수감자”란 국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교정
기관 또는 시설에 수감된 개인, 그러한 시설의 휴가, 업무 휴가
또는 지역사회 보호로부터 해제된 사람, 다른 주, 주 기관, 카
운티, 연방 관할 구역에서 이송된 사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
되지 않는다.

(2) “기본 수준의 교정 서비스”란 범죄자를 감독 및 관리하
기 위해 법규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교정국의 최소 수준
의 현장 서비스를 의미한다.

(16) “특권”이란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 교육 또는 업무 프
로그램 또는 수감 단축 날짜를 의미하며 이를 수령할 경우, 수
감자의 (a) 모범적 행동 (b) 모범적 성과와 직접적 연관이 있
다. 특권에는 주 또는 연방 헌법 또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국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다.

(3) “지역사회 보호”란 RCW 9.94A.030에 제공된 것과 동
일한 의미를 가지며 RCW 9.94B.020에 정의된 지역사회 배치
및 지역사회 감독을 포함한다.

(17) “가능성 있는 규정”이란 예비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리서치 중심 또는 여론 중심 규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

(4) “부정 거래"란 서기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물
건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서기관 관할의 기관으로/에서 (a)
지참, (b) 현장에서 소지 또는 (c) 발송하는 물건 또는 정보.

(18) “리서치 중심”이란 효과가 있는 리서치를 몇 가지 포함
하되 증거 중심 규정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 또는
관례를 의미한다.

(5) “카운티"란 카운티 또는 카운티 조합을 의미한다.

(19) “서기관”이란 교정 담당 서기관 또는 그의 피지명자를
의미한다.

(6) “국"란 교정국을 의미한다.
(7) “수감 기간 단축"이란 RCW 9.94A.728이 승인된 수감
단축을 의미한다.
(8) “증거 중심적”이란 상습적 범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 또는 관습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장소 사이에서 실시
되는 임의적 재판을 가지는 프로그램 또는 관례를 의미한다.
(9) “확장적 가족 방문”이란 수감자가 수용된 교정 시설에
위치한 개별 면담실에서 수감자와 직계 가족 사이에 이루어지
는 승인된 방문을 의미한다.
(10) “모범적 행동”이란 국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의
미한다.
(11) “모범적 성과”란 교육, 업무 또는 기타 프로그램을 포
함하여 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12) “직계 가족”이란 수감자의 자녀, 입양 자녀, 손자, 증손
자, 부모, 양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 등을 비롯하여 수감
자와 법적으로 혼인하거나 국가 인정 동거 관계인 사람을 의
미한다. “직계 가족”에는 다른 수감자가 입양한 수감자나 수
감자를 입양했거나 입양하려는 직계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13) “빈곤한 수감자”, “빈곤한” 및 “빈곤”이란 자금 사용을
요청한 날 및 요청하기 전 30일 동안 수감자의 기관 계좌에
10달러 미만의 소득이 입금되어 있는 수감자를 의미한다.

(20) “상당한 확장”에는 임금, 임대료, 공공요금(수도, 하수,
전기, 쓰레기)의 감소와 업무 프로그램 공간, 세금 혜택 또는
기타 간접 경비의 증가를 포함하여 국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을 증가시킨 결과 얻은 클래스 I 사업체에 대한 새로운 제품 라
인 또는 서비스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21) “감독관”이란 워싱턴주 교정국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교
정 시설의 감독자 또는 그의 피지명자를 의미한다.
(22) “불공정 경쟁”이란 임금, 임대료, 세금 혜택, 공공요금
(수도, 하수, 전기, 쓰레기), 기타 간접경비를 포함한 교정 산업
계약의 결과로 사업체가 취득할 수 있는 순수 경쟁적 우위를
의미한다. 순수 경쟁적 우위를 결정하기 위해 교정산업위원
회는 교도소 내의 영리 목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검
토 및 정량화한다.
(23) “직업 훈련” 또는 “직업 교육”이란 RCW 72.62.020에
서 정의한 “직업 교육”을 의미한다.
(24) “워싱턴 사업체”란 2004년 6월 10일에 존재한 제
82.04장 RCW에 따른 워싱턴주 내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
자를 의미한다.
(25) “업무 프로그램”이란 RCW 72.09.100에 따라 허용된
교정적 산업 업무의 모든 등급을 의미한다.
제 166.절 RCW 72.09.712 및 2008 c 231 s 27은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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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W 72.66.010에 정의된 긴급 휴가 또는 도주의 경우
를 제외하고 석방되기 30일 이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교정국은 RCW 9.94A.030에 정의된 바와 같은 폭력 범죄, 성
폭력 범죄 또는 RCW 9A.46.060이나 9A.46.110에 정의된 바
와 같은 중죄적 범죄를 저지른 특정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 석
방, 지역사회 보호, 업무 배치, 휴가, 도주 사실을 다음에게 서
면 통지한다:
(a) 수감자가 거주하게 되거나 직업 프로그램에 배치될 도
시의 경찰청장 및
(b) 수감자가 거주하게 되거나 직업 프로그램에 배치될 될
카운티의 보안관.

(6) 교정국에서는 통지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경찰에 제
공한 최근 주소지로 본 장에서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요청하는 당사자는 경찰에 최신 주소를 제공한다.
(7) 교정국은 수감자를 석방하고 최소 2년 동안 다음을 보
관한다.
(a) 수감자가 희생자 또는 목격자 통지 프로그램에 등록되
어 있다는 증거로서 개인이 서명한 문서
(b) 수감자를 석방 또는 이동할 때 희생자 또는 목격자 통지
프로그램에 등록한 개인에게 개인의 최신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령증.
(8) 본 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카운티의 보안관은 범죄자가 거주
하게 될 장소를 국에서 모를 경우 통지한다. 국은 주 순찰원에
게 모든 성 범죄자의 석방을 알리며 이 정보는 모든 법 집행 기
관에게 배포하도록 워싱턴주 범죄 정보 센터에 전달한다.

다.

(2) RCW 9.94A.030에 정의된 폭력범과 성범죄자, RCW
9A.46.060 또는 9A.46.110에 정의된 중죄적 범죄를 저지른 범
죄자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요구한 경우, 본 절의 하위절(1)에
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통지서를 다음으로 발송한다.

(b) “최근친자"란 개인의 배우자, 국가 인정 동거인, 부모,
형제 또는 자녀를 의미한다.

(a)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희생자 또는 범죄가 살인이었
을 경우 희생자의 최근친자
(b)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재판 과정에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증언한 목격자
(c) 검사가 서면으로 지정한 개인
(d) RCW 9.94A.030에 정의된 성범죄를 저지른 수감자에
대한 통지서를 범죄자의 석방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교정
국에게 요청한 사람
희생자, 최근친자 또는 통지서를 요청하는 목격자에 대한
정보, 검사가 통지서를 받기 위해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개인
에 대한 정보, 통지서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범죄자에게 제공
되지 않는다. 교정국이 이 하위절에 따른 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지서가 배송 불능으로 반송될 때마다 국에서는 해당자의 최
근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안적인 통지 방법
을 시도한다.
(3) 본 절의 하위절 (1) 및 (2)에 있는 통지 요건의 존재는 통
지 후 석방 계획이 변경된 경우, 석방 날짜를 연장하도록 하지
않는다.
(4) 수감자가 RCW 9.94A.030에 정의된 폭력죄 또는 성범
죄를 저지르거나 RCW 9A.46.060 또는 9A.46.110에 정의된
중죄적 범죄, 교정 시설에서 탈옥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교정
국은 즉시 가장 합리적이고 긴급한 방법으로 해당 시의 경찰
청장 및 수감자가 체포되기 직전에 거주한 카운티의 보안관에
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사전에 요청한 경우, 교정국은 목
격자와 희생자, 범죄가 살인이었을 경우 희생자의 최근친자에
게 수감자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알린다. 수감자를 다시 체포
한 경우, 교정국은 본 하위절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하되 국에서 다시 체포된 것을 알게된지 2일 이내에
통지한다.
(5) 희생자, 희생자의 최근친자 또는 모든 목격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본 절에서 요구하는 통지는 그 부모 또는 후견인
에게 발송한다.

(a) “폭력적인 공격"이란 RCW 9.94A.030에 따른 폭력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9) 본 절의 하위절 (1)에 제공된 통지서 작성 요청을 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본 절의 어떤 내용도 시의 경찰청장 또는 카운
티 보안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신규 절. 제 167.절 제 72.2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68.절 제 72.3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69.절 RCW 72.36.115 및 2007 c 43 s 2는 각각 다음과 같
이 수정된다:
(1) 이 국은 워싱턴주 퇴역 군인 묘지를 워싱턴주에 설립 및
유지한다.
(2) RCW 41.04.007에 정의한 바와 같이 명예롭게 퇴역한
군인과 그 배우자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은 동부 워싱턴주 퇴
역 군인 묘지에 수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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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은 모든 연방 퇴역 군인의 수장 혜택 및 기타 주 또는
카운티 리소스를 수집한다.
(4) 국은 동부 워싱턴주 퇴역 군인 묘지와 관련된 사용 가능
한 서비스, 자격, 수수료, 일반 업무 등을 정의하는 규칙을 채
택해야 한다.
신규 절. 제 170.절 제 72.6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1.절 제 72.6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2.절 제 73.16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3.절 제 74.0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4.절 제 74.08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5.절 제 74.09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6.절 제 74.09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7절 제 74.1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RCW 74.09.010에 정의된 대로 이 법령의 어떤 내용도 결혼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의료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국가
인정 동거인을 위한 의학적 보조 프로그램을 구축 또는 필요
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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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절. 제 178.절 제 74.1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신규 절. 제 182.절 제 74.41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
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RCW 74.09.010에 정의된 대로 이 법령의 어떤 내용도 결혼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연방 의료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국가
인정 동거인을 위한 의학적 보조 프로그램을 구축 또는 필요
로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79.절 제 74.2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80.절 제 74.20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81.절 제 74.3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83.절 제 77.0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편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84.절 RCW 77.36.010 및 1996 c 54 s 2는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정의는 본 장 전체에 적
용된다:
(1) “작물”이란 상업용으로 재배한 원예 및/또는 농산물을
의미하며 재배 또는 수확한 작물을 포함하되 가축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원예 나무의 모든 부문은 작물로
간주되며 청구할 수 있다.
(2) “비상”이란 토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제어할 수 없는
예측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작물, 가축, 가금류에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
(3) “직계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국가 인정 동거인, 형
제, 자매, 조부모, 부모, 자녀 또는 손자를 의미한다.
신규 절. 제 185.절 제 79A.05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86.제 80.2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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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87.제 81.2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88.절 제 81.8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89.절 제 82.0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90.절 제 83.100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91.절 RCW 83.100.046 및 2005 c 514s 1201은 각각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
(1) 워싱턴주 과세 대상 재산을 결정하기 위해 연방 과세 재
산에서 다음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a)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미국 국민 또는 거주민인 경우,
내국세법 제2053(a)(4)절에 따라 해당되는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허용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서 공제.
(b) 본 절의 하위절 (10)(f)(i)(A)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며 사
망자가 사망할 당시 미국 시민 또는 거주민일 경우, 내국세법
제2053(a)(4)에 따라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사망자 또는 사망
자 가족 구성원이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한 유형 동산의 가치
에서 유형 동산에 대해 허용된 공제액을 공제.
(c) 본 절의 하위절 (10)(f)(i)(C)의 요건에 부합하며 사망자
가 사망할 당시 미국 국민 또는 거주민인 경우, 본 절의 하위절
(10)(f)(i)(B)의 이유로 본 절의 (a)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부동
산의 가치는 내국세법 제2053(a)(4)절에 따라 해당되는 부동
산 및 유형 동산에 대해 허용되는 금액을 공제.
(2) 재산은 다음의 경우 사망자로부터 취득 또는 양도한 것
으로 간주된다.
(a) 내국세법 제 1014(b)절에 따라 재산으로 간주됨.
(b) 사유지의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
(c) 사망자 총 재산에 재산을 포함 가능한 범위에서 신탁의
특정인이 재산을 취득
(3) 사망자와 사망자의 생존하는 배우자가 언제든지 지역
사회 재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생존하는 배우
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재산이 지역사회 재산이 아닐 경
우, 본 섹션에 따라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만큼의 재산에 대해
본 절하의 결과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본 절에 따라 인
정된다.
(4) 해당 임야의 경우, 임야에서 자라는 나무의 가치는 본
절에 별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될 수 있다.
(5) 재산이 사망자와 관련된 해당 부동산일 경우 본 하위절
에서 “첫 번째 사망자”라고 하며 첫 번째 사망자의 생존하는
배우자가 재산을 첫 번째 사망자로부터 취득 또는 증여 받은
경우, 생존하는 배우자가 농장을 적극 관리한 것을 농장 운영
에 있어서 실제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사망자가 간접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내국세법 제
2032A(g)절에서 사용한 법인, 제휴, 신탁 등의 용어 대로 법인,
제휴, 신탁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 소유한 경우, 본 절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 하위절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 절 하의 기타 자격 인증 테스트에 부합하는 것 이외에 내국
세법 제166(b)(1)절에 따라 사망하기 전 8년의 기간 중에서 집
합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직접적인 소유를 하고 사망 날짜를 기
준으로 사업체를 보유함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
되어야 한다.
(7)(a) 사망자의 사망일에 사망자의 재산에 관한 본 절의 하
위절 (10)(f)(i)(C)(II)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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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 날짜에 종료되는 연속 기간 동안 사회보장법의 타이틀
II에 따라 노인 복리후생을 받거나 (ii) 그 날짜에 종료되는 연속
기간 동안 무능력이 되며 본 절의 하위절 (10)(f)(i)(C)의 “사망
자의 사망일” 대신 “더 긴 연속 기간이 시작된 날짜”로 대체하
여 본 절의 하위절 (10)(f)(i)(C)(II)가 재산에 대해 적용된다.
(b) 본 하위절의 (a)의 목적에 따라 개인에게 정신 또는 신
체적 장애가 있어 농장 운영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
우, 개인은 무능화가 된다.

인 또는 운영자가 상품의 절반 이상을 정기적으로 생산.
(iii)(A) 나무 경작, 재배, 관리 또는 벌목
(B) 분쇄 이외의 나무 판매를 위한 준비
(d) “가족 구성원”이란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i) 개인의 후손
(ii) 개인의 배우자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

(8) 연방 환급에 대해 내국세법 제 2032A절에 따라 특별 평
가를 선택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산은 본 절에 따라 공
제될 수 있다. 본 절에 따른 공제를 결정하기 위해 재산의 가
치는 총 재산 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iii) 개인, 개인의 배우자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 또는 개인
의 부모의 직계 후손

(9)(a) 자격을 갖춘 대체 재산의 경우, 사망자 또는 사망자
의 가족 구성원이 대체된 재산에 관련하여 소유권, 사용 또는
실제적 참여를 하는 기간은 인정되는 대체 재산과 관련이 있
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소유, 사용 또는 실제적 참여를 한 기간
으로 간주한다.

본 하위절 (10)(d)의 목적에 따라 개인이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는 실제 자녀와 같이 대해야 한다.

(b) 본 절의 하위절 (9)(a)는 대체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기
준으로 해당되는 대체 재산의 공정시가가격이 처분하는 날짜
를 기준으로 대체 재산의 공정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
과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c) 본 하위절 (9)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i) “자격을 갖춘 대체 재산”이란 다음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iv) 본 하위절의 (d)(iii)에 설명한 직계 후손의 배우자 또는
국가 인정 동거인.

(e)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란 사망자로부터 재산을 취득
또는 재산을 양도 받은 사망자의 가족을 의미한다.
(f)(i) “해당되는 부동산”이란 사망인의 사망 날짜를 기준으
로 사망인으로부터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 받은 것을 의미하며 사망자 또는 사망자 가족이 사용하
고 있는 재산이며 다음의 경우만 해당한다:
(A) 총 재산 조정 가치의 50% 이상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동산 조정 가치로 구성:

(A) 대체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내국세법 제 1031절에
따라 인정됨.

(I)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자 또는 사망자 가족
구성원이 적격하게 사용

(B) 해당 부동산의 취득으로 내국세법 제1033절에 따라 수
익의 미실현이 되는 경우.

(II) 자격을 갖춘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망자로부터 취득 또
는 양도

“자격을 갖춘 대체 재산”이라는 용어에는 교체된 재산이 교
환되기 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 재산만 포함
된다.

(B) 총 재산 조정 가치의 25% 이상이 본 하위절 (f)(i)(A)(II)
및 (f)(i)(C)의 요건에 부합하는 부동산 조정 가치로 구성

(ii) “대체 재산”이란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C) 사망자의 사망일로 종료되는 8년의 기간 동안 집합적
으로 5년이 이상이 되는 다음의 기간이 있었음:

(A) 대체하여 양도했으며 내국세법 제 1031절에 따라 인
정됨.

(I) 부동산을 사망자 또는 사망자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여
사망인 또는 사망인의 가족 구성원이 적격하게 사용

(B) 내국세법 제1033절의 의미 내에서 강제적 또는 비자발
적으로에 소유권 전환.

(II) 농장 운영에 있어서 사망자 또는 사망자 가족 구성원이
실제 참여. 본 하위절 (f)(i)(C)(II)의 목적에 따라 실제적 참여
는 내국세법 제1402(a)(1)절의 용도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
법으로 결정한다.

(10) 본 절의 목적에 따라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 “적극적 관리”란 일상적인 운영상의 결정이 아니라 농
장의 경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b) “농장”에는 가축, 낙농, 가금류, 과일, 털을 수확하는 동
물, 트럭 농장, 농원, 목장, 양식장, 레인지, 비닐하우스 또는 농
작물, 원예 상품, 난, 임야 등을 키우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타
유사 구조 등이 포함된다.
(c) “재배 목적”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i) 토지 경작 또는 사육, 양털 깎기, 먹이 주기, 관리, 훈련,
농장 동물 관리 등을 포함하여 농작물 또는 원예 상품을 재배
또는 수확
(ii) 제조하지 않은 주에서 농작물 또는 원예 상품을 취급,
건조, 포장, 등급 판정 또는 농장 보관. 단 농장의 소유주, 임차

(ii) 본 하위절의 목적에 따라 "조정 가치”라는 용어는 다음
을 의미한다.
(A) 총 재산의 경우, 내국세법 제2032A절에 따른 특별 평가
와 관계 없이 결정된 총 재산 가치는 내국세법 제2053(a)(4)에
따라 공제가 허용된 금액을 공제한다.
(B) 부동산 또는 동산의 경우, 내국세법 제2032A절에 따른
특별 평가와 관계 없이 결정된 내국세법 제11장의 목적에 해
당하는 재산의 가치에서 내국세법 제2053(a)(4)에 따라 재산
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공제한다.
(g) “적격한 사용”이란 재산이 농장 경영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하위절 (f)(i)(C)의 요건에 부합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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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경우, 주거용 건물과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소
유자나 임차인이 부동산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용한
사람 등의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기적인 관련 활용, 도로,
건물, 기타 구조물에 대한 관련 활용, 그리고 적격한 사용을 위
해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부동산이 적격하게 사용된 것
으로 취급한다. 본 절의 하위절 (1)(b)에 따른 공제에 해당하
는 유형 동산의 경우, “적격한 사용”이란 재산을 농장에서 농
장 경영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h) “해당 임야”란 다음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i) 목재 사업에 사용
(ii) 목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록이 보존
되는 에이커 또는 기타 영역과 같이 식별이 가능한 토지 구역
(i) “목재 사업”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i) 나무 경작, 재배, 관리 또는 벌목
(ii) 분쇄 이외의 나무 판매를 위한 준비
제 192.절 RCW 83,100,047 및 2005 c 516 s 13은 각각 다
음과 같이
수정된다:
(1)(a) 연방 환급에 대한 연방 과세 재산이 내국세법 제
2056절 또는 2056A절에 따라 선출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연방 환급을 접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국에서 내국세법 제
2056절 또는 2056A절과 본 하위절 (b)에 따라 본 장의 과세 금
액을 결정하기 위해 별도의 워싱턴주 환급 선출에 대한 규칙
을 제공할 수 있다. 선출 항목은 내국세법 및 본 하위절 (b)에
따라 재산 및 수혜자에게 효력을 가진다. 워싱턴주 환급에 대
한 다른 모든 선출 항목 또는 평가는 연방 환급이 필요한 경우,
연방 환급 및 국이 제공하는 관련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b) 국에서는 국가 인정 동거인을 생존하는 배우자로 인정
하며 사망자로부터 그의 동거인에게 양도되는 권리에 대해 워
싱턴주 과세 재산에서 공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되 내국세법 제
2056절 또는 2056A절에 따른 연방 총 재산에서 그러한 권리
가 공제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다.
(2) 내국세법 1986((,))의 제642(g)절에 따라 연방 소득세
의 공제 금액은 본 장의 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로 허용되지 않
는다.
신규 절. 제 193.절 제 83.110A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94.절 제 84.04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편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195.절 RCW 84.04.050 및 1961 c 15 s 84.04.050은 각
각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호주”는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거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주택 또는 거주지를 소유
하는 기혼이거나,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거나 기혼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이들을 포함한다.
신규 절. 제 196.절 제 85.3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97.절 제 87.03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망
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
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방법
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
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198.절 제 89.12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의제 법안 71
신규 절. 제 199.절 제 91.08장 RCW에 추가된 새로운 절
은 다음과 같다: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배우자, 혼인, 혼인의, 남편, 아내, 미
망인, 홀아비, 최근친자, 가족 등과 같은 용어는 국가 인정 동
거 관계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개인, 혼인 관계 및 혼인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혼 관계는 연
방법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 해지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된 국가 인정 동거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본 법령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법규, 규칙 또는 기타 법에서
사용되는 남편 및 아내와 같이 성별과 관련된 용어는 중성으
로 간주하며 국가 인정 동거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신규 절. 제 200.절 다음 법령 또는 법령의 일부는 각각 다
음을 취소한다:
(1) RCW 26.60.050 (종결—기록—수수료) 및 2008 c 6 s
1002 & 2007 c 156 s 6
(2) RCW 26.60.055 (종결) 및 2008 c 6 s 1001.
신규 절. 제 201.절 (1) 이 법령의 제5 – 8절, 79, 87- 103절,
107, 151, 173 – 175절, 190 – 192절은 2014년 1월 1일 발효.
(2) 이 법령의 제165 – 166절은 2009년 8월 1일 발효.

투표자용 팸플릿 미술작품 공모전
투표자용 팸플릿 미술작품 공모전에 4-5학년 학생들
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작품 원본을 2010년 4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선정된 작품은 2010년 일반
선거 투표자용 팸플릿에 실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공모전 규정은 www.vote.wa.gov로
가서 “Just 4 YOU”를 클릭하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
다 인구총조사에 참여하십시오
미국 헌법에는 10년마다 전국적
으로 시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총조사국은 내년 봄에 실시
하는 인구총조사에서 워싱턴주가
100%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설
문지는 3월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업데이트된 정보는 매우 중요합
니다. 매년 새로운 병원, 학교, 기
타 중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
해 3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
을 공평하게 배분하는데 사용되
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당으로 나
뉜 시민 재구획 위원회가 인구 성
장과 10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
는 동등한 규모의 새로운 입법 및
의회 선거구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적인 사항에 관해 설문지를 작성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안전하
고 간단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단,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해
야 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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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투표 100년 1910-2010
여성 참정권 박물관 전시회
여성의 투표, 여성의 의견
워싱턴주 역사협회(Washington State Historical
Society) 및 Northwest Museum of Arts and
Culture가 조직한 워싱턴 여성 참정권 100년 기념
전시회(Washington Women’s Suffrage Centennial
Exhibit)를 방문하십시오. 이 전시회에서는 워싱턴주
여성 투표자의 역사에 대한 대화식의 심도 있는 정보
를 제공하며 2011년에 다음 장소에서 전시회를
가집니다.
현재 – 2010년 1월 10일
Wenatchee Valley
Museum and Cultural
Center

2010년 7월 17일 –
2010년 10월 3일
Museum of History
and Industry, Seattle

2010년 2월 11일
– 2010년 6월 20일
Yakima Valley Museum

2010년 10월 30일 –
2011년 6월 26일
Northwest Museum
of Arts & Culture,
Spokane
—Rev. Mark Matthews

지역 입법부에
서 참정권 획득
실패
여성 참정권은 입법
부에 계속해서 제안
되지만 통과하지 못
합니다.

워싱턴 지역 입법
부가 여성의 투표
권을 승인합니다.

학교 선거에서의
여성 투표
입법부는 모든 납세
시민(여성 또는 남
성)들이 학군 콘테스
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89년

투표 권리 부여

1888년

남부 Thursom 카
운티 여성 단체가
시민으로서의 권리
를 확인하여 현지
선거에서 성공적으
로 투표해 보기로
합니다.

1883년

최초의 미국 여성 권리 협약
이 뉴욕의 Seneca Falls에
서 열리고 Lucretia Mott,
Elizabeth Cady Stanton 및
기타 여성들이 투표 권리(“참
정권”이라고도 함)를 공식적
으로 요구합니다.

최초 선거 배정

1877년

1870년

여성의 권리 요구

1853년

1848년

워싱턴주 여성 참정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주 여성 역사 콘소시엄
www.washingtonwomenshistory.org를 방문하십시오.

워싱턴, 주로 등극
워싱턴은 11월 11일에
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 헌법은 학교 선거에
서 여성도 투표할 수 있
다고 인정합니다.

참정권 무효화
지역 고등법원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무
효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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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지역의 참정권론
자, Mary Olney Brown. 자
매인 Emily Olney French와
Thurston 카운티에서
1870년의 선거를 조직했습
니다. (사진: 워싱턴주 역사
협회 제공,
www.washingothistory.org)

Emma Smith DeVoe,
1910년 참정권 운동 리
더. (사진: Tacoma Public
Library 제공, #TPL-8717,
www.tpl.lib.wa.us)

May Arkwright Hutton,
1910년 참정권 운동 리더.
(사진: Northwest Museum
of Arts and Culture/EWSHS
제공, Spokane, www.
northwestmuseum.org)

투표자들은 입법부
가 1897년에 통과시
킨 개정안을 거부합
니다.

워싱턴주는 12년 연
속 여성 입법자 비율
이 전국에서 가자 많
은 것으로 기록되었
습니다.

미국 여성, 투
표권 획득
미국 헌법의 제
19차 개정안이 여
성의 투표권을 허
용합니다.

2009

워싱턴 참정권론자,
공로훈장 수령
Emma Smith DeVoe 및
May Arkwright Hutton이
사망후에 워싱턴주 공로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최상위 3명은
여성
워싱턴주는 여성
주지사와 2명의
여성 상원 의원
을 가진 유일한
주입니다.

2010

남성 투표자, 여
성의 투표권을
거부

1920

1898

워싱턴의 남성 투표자들
은 헌법 개정을 통해 여
성 참정권을 승인함으로
써 여러 서부 주에서의
여성 투표권을 위한 길
을 열게 됩니다.

전국 최고 지위에
있는 여성 입법자

2004

여성이 투표에서
승리

1993

1910

1910년 워싱턴주 참정권 운동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여성들. (사진: 워싱턴주 역사 협회 제공,
www.washingothistory.org)

워싱턴주 여성 투표
10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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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러
여
바로 해
을위

2009 Student Mock
선거에서 어린 학생
들도 투표할 수 있
습니다!
간단합니다!
10월 26일-30일 사이에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투
표하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진짜로 투표할 준
비가 되었습니까?
투표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알고 있는지 다음
퀴즈로 확인하십시오.

1

미국의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합니까?
A. 제비뽑기.
B. 수건 돌리기
C. 투표.

2

투표는 왜 중요합니가?
A. 내 권리이므로
B. 내 책임이므로
C. 내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3

투표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A. 등록.
B. 허가 요청.
C. 양식 구입.

4

투표하려면 몇 세가 되어야
합니까?
A. 16세
B. 17.5세
C. 18세
워싱턴주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때는
언제입니까?
A. 1883년
B. 1910년
C. 1920년

정답: 1: C. 2: A, B, 및 C. 3: A. 4: C. 5: B

5

자세한 정보를 보고 투표하려면
www.vote.wa.gov로 가서 “Just 4 YOU”를 클릭
하십시오.
빠릅니다!
다른 워싱턴주 학생들의 투표 상황을 확인하십시
오. 투표 결과는 10월 30일 금요일 정오 이후에
게시됩니다.
교사들은 www.vote.wa.gov에서 무료 학습 자료
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선거 단어 검색
아래 차트에서 10개의 선거 관련 단어를 찾아보십
시오.
P E R U T A N G I S O R
X I R T P R I M A R Y B
O Y O V M A Y O E E W E
B U T I O N C T X B A L
P G I N L T S Y R A S P
O S D R U I B V B L H P
R L U S G O H O T L I A
D S A E L E C T I O N S
O W R L O W T E C T G M
R P S O I N A G X I T A
L I A M Y B E T O V O I
Y B P M A T S I G L N N
Drop Box
Vote by Mail
Elections
Washington
Signature

Register
Ballot
Auditor
Primary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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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선거부 정보
Adams 카운티

Franklin 카운티

Lewis 카운티

Snohomish 카운티

210 W Broadway Ave, Ste 200
Ritzville, WA 99169-1897
전화: (509) 659-3249
TDD/TTY: (509) 659-1122

PO Box 1451
Pasco, WA 99301
전화: (509) 545-3538
TDD/TTY: (800) 833-6388

PO Box 29
Chehalis, WA 98532-0029
전화: (360) 740-1278
TDD/TTY: (360) 740-1480

3000 Rockefeller Ave, MS 505
Everett, WA 98201
전화: (425) 388-3444
TDD/TTY: (425) 388-3700

Asotin 카운티

Garfield 카운티

Lincoln 카운티

Spokane 카운티

PO Box 129
Asotin, WA 99402-0129
전화: (509) 243-2084
TDD/TTY: (800) 855-1155

PO Box 278
Pomeroy, WA 99347
전화: (509) 843-1411
TDD/TTY: (800) 833-6388

PO Box 28
Davenport, WA 99122
전화: (509) 725-4971
TDD/TTY: (800) 833-6388

1033 W Gardner Ave
Spokane, WA 99260
전화: (509) 477-2320
TDD/TTY: (509) 477-2333

Benton 카운티

Grant 카운티

Mason 카운티

Stevens 카운티

PO Box 470
Prosser, WA 99350-0470
전화: (509) 736-3085
TDD/TTY: (800) 833-6388

PO Box 37
Ephrata, WA 98823
전화: (509) 754-2011 ext 343
TDD/TTY: (800) 833-6388

PO Box 400
Shelton, WA 98584
전화: (360) 427-9670 ext 470
TDD/TTY: (800) 833-6388

Chelan 카운티

Grays Harbor 카운티

Okanogan 카운티

215 S Oak St, Rm 106
Colville, WA 99114
전화: (509) 684-7514
무료전화: (866) 307-9060
TDD/TTY: (800) 833-6384

PO Box 4760
Wenatchee, WA 98807-0400
전화: (509) 667-6808
TDD/TTY: (800) 833-6388

100 Broadway Ave W, Ste 2
Montesano, WA 98563
전화: (360) 249-4232
TDD/TTY: (360) 249-6575

PO Box 1010
Okanogan, WA 98840
전화: (509) 422-7240
TDD/TTY: (800) 833-6388

Clallam 카운티

Island 카운티

Pacific 카운티

223 E 4th St, Ste 1
Port Angeles, WA 98362
전화: (360) 417-2221
무료전화: (866) 433-8683
TDD/TTY: (800) 833-6388

PO Box 1410
Coupeville, WA 98239
전화: (360) 679-7366
TDD/TTY: (360) 679-7305

PO Box 97
South Bend, WA 98586-0097
전화: (360) 875-9317
TDD/TTY: (360) 875-9400

Jefferson 카운티

Pend Oreille 카운티

PO Box 563
Port Townsend, WA 98368
전화: (360) 385-9119
TDD/TTY: (800) 833-6388

PO Box 5015
Newport, WA 99156
전화: (509) 447-6472
TDD/TTY: (509) 447-3186

King 카운티

Pierce 카운티

9010 E Marginal Way S
Tukwila, WA 98108
전화: (206) 296-8683
TDD/TTY: (206) 296-0109

2501 S 35th St, Ste C
Tacoma, WA 98409
전화: (253) 798-8683
TDD/TTY: (800) 833-6388

Kitsap 카운티

San Juan 카운티

614 Division St
Port Orchard, WA 98366
전화: (360) 337-7128
TDD/TTY: (800) 833-6388

PO Box 638
Friday Harbor, WA 98250
전화: (360) 378-3357
TDD/TTY: (360) 378-4151

Kittitas 카운티

Skagit 카운티

205 W 5th Ave, Ste 105
Ellensburg, WA 98926
전화: (509) 962-7503
TDD/TTY: (800) 833-6388

PO Box 1306
Mount Vernon, WA 98273
전화: (360) 336-9305
TDD/TTY: (360) 336-9332

Klickitat 카운티

Skamania 카운티

205 S Columbus Ave, Stop 2
Goldendale, WA 98620
전화: (509) 773-4001
TDD/TTY: (800) 833-6388

PO Box 790
Stevenson, WA 98648
전화: (509) 427-3730
TDD/TTY: (800) 833-6388

Clark 카운티
PO Box 8815
Vancouver, WA 98666-8815
전화: (360) 397-2345
TDD/TTY: (800) 223-3131

Columbia 카운티
341 E Main St
Dayton, WA 99328-1361
전화: (509) 382-4541
TDD/TTY: (800) 833-6388

Cowlitz 카운티
207 4th Ave N, Rm 107
Kelso, WA 98626-4130
전화: (360) 577-3005
TDD/TTY: (360) 577-3061

Douglas 카운티
PO Box 456
Waterville, WA 98858
전화: (509) 745-8527
TDD/TTY: (509) 745-8527 ext 207

Ferry 카운티
350 E Delaware Ave, #2
Republic, WA 99166
전화: (509) 775-5200
TDD/TTY: (800) 833-6388

Thurston 카운티
2000 Lakeridge Dr SW
Olympia, WA 98502
전화: (360) 786-5408
TDD/TTY: (360) 754-2933

Wahkiakum 카운티
PO Box 543
Cathlamet, WA 98612
전화: (360) 795-3219
TDD/TTY: (800) 833-6388

Walla Walla 카운티
PO Box 1856
Walla Walla, WA 99362
전화: (509) 524-2530
TDD/TTY: (800) 833-6388

Whatcom 카운티
311 Grand Ave, Ste 103
Bellingham, WA 98225
전화: (360) 676-6742
TDD/TTY: (360) 738-4555

Whitman County
PO Box 350
Colfax, WA 99111
전화: (509) 397-6353
TDD/TTY: (800) 833-6388

Yakima 카운티
128 N. 2nd St, Rm 117
Yakima, WA 98901
전화: (509) 574-1340
TDD/TTY: (800) 833-6388

모든 카운티의 선거 부서 웹사이트 링크는 다음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www.vote.wa.gov.

Edition 1
워싱턴주

투표자용 팸플릿
2009년 11월 3일 일반 선거

다른 형식 및 언어로 이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www.vote.wa.gov를 방문하여 “Accessible
Resource(액세스 가능한 리소스)”를 클릭하십
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