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양육 서비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양육비 헬프라인에 전화하거나 현지
양육비 사무소를 방문할 때에는 가급적 본인, 자녀(들), 上
一行 비양육 부/모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비양육 부/모를 포함해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이름 및 생년월일.
현 거주 또는 마지막 거주 주소 및 전화번호.
현재 또는 마지막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과거의 급여명세서, 또는 세금, 병역, 또는
의료 기록에 표시되어 있음).
• 소득 정보(세금 기록, 급여명세서, 은행 내역 및 비즈니스
기록).
• 건강보험 보장 내역.
•
•
•
•

다음과 같은 기타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
•
•
•
•
•
•
•

자녀의 출생증명서.
친부권 또는 친자관계명령 인정 내용.
결혼증명서.
이혼 판정서 또는 별거 합의서.
이미 보유한 자녀 양육비 명령서.
소득 내역(세금 기록, 급여명세서, 은행 내역).
자녀 관련 비용 및 자녀 필요사항에 대한 내역.
이용할 수 있는 건강 보장 관련 정보.

연락 방법

양육비 지급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정보를 알려면 뉴욕주
양육비 웹사이트 childsupport.ny.gov을 방문하거나
888-208-4485(TTY 866-875-9975)에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서 또는 현지 양육비 사무소에서 양육비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support.ny.gov
888-208-4485 (TTY 866-875-9975)

otda.ny.gov
Pub-1950 KO (Rev. 08/15)

모든 아이들은 부모
모두에게서 양육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주 양육비 단속 프로그램에서
양육권 설정을:
• 자녀를 위해 합법적인 친부권을 설정한다.
• 비양육 부/모를 정한다.
• 건강 보장 조항과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를 포함해 자녀를
위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서를 받는다.
•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 받는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조치를 취한다.
• 양육비 지급 명령서를 검토한 후 생활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양육비 조정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올린다.
• 양육비 수정 청원서 제출을 돕는다.
• 뉴욕주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서비스 수혜 대상자는?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21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부/모,
보호자 또는 도우미.

자녀를 위해 생활보호비를 신청했거나 받고 있는 경우 양육
서비스가 본인 또는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양육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양육 서비스란 무엇인가?

양육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가
뉴욕주에 거주하는 것과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보조(TANF)를 받은 적이
없고 연방 회계연도(매년 10월 1일에 시작)에 양육
프로그램에서 최소 500달러를 거둬간다면 연간 서비스
수수료로 25달러를 부과 받습니다.

친부권 설정

필요한 경우, 자발적 동의로 또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친부권 설정 탄원서를 제출하면 합법적인 친부권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친부권 판정에 도움이 되도록 유전자
검사도 마련해 드립니다.

비양육 부/모 찾기

비양육 부모의 거주지나 직장을 모를 경우 컴퓨터와 현지
검색 방법을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합니다.

도와드립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합법적인 수령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퍼센티지

비양육 부/모가 지급하는 기본적인 양육비 계산 시
법원 명령으로 자녀 몇 명을 돌보느냐에 따라 합산된
부모 소득에서 고정된 비율의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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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7%
명...........................25%
명...........................29%
명........................... 31%
이상................. 최소 35%

양육비 지급을 위한 부/모의 소득은 일부 연방세,
지방세 및 사회보장세에 따라 줄어듭니다. 양육비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으로는 산재보험, 장애수당,
실업급여, 기타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퍼센티지
가이드라인은 최고 141,000달러(2014년 기준)의
거의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 “상한선”은 2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올해의 "상한" 금액을 보려면
childsupport.ny.gov를 방문하십시오).

기타 금액

퍼센티지 금액 외에도 법원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미래의 합리적인 건강 관리 비용을 위해서 양육비 의무
금액을 증액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양육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재학 중이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있을 경우 합리적인 자녀 돌봄 비용으로 사용할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자녀의 합리적인
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수령 서비스

법원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수금부(SCU)로 양육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SCU는 양육비 지급 내역을 파악하
고 이를 양육 부/모에게 보내줍니다. 친부모는 뉴욕주 양육
비 웹사이트인 childsupport.ny.gov를 방문하거나
888-208-4485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개인 식별 번호
(PIN)를 사용하여 양육비 지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PIN이 없을 경우, 888-208-4485(TTY 866-875-9975)로
연락하면 됩니다.

자녀 의무 부양 집행 — 행정 업무

SCU는 비양육 부/모의 회사로 소득세원천징수증을 보내
법원 명령대로 양육비를 송금하도록 지시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미뤄지면, SCU가 환급 세액, 복권 당첨금,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운전면허 중지, 여권 수락 거절, 신용평가기관에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SCU는 양육비 집행을 위해 뉴욕주 세무 및
재무국에게 이 사건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녀 의무 부양 집행 — 법원 업무

자녀 의무 부양 집행의 행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SCU는 가정법원에 부양 집행 의무 위반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집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명령하고, 관련 심리를 열어 주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면허, 전문가 면허, 레크리에이션 또는 직업
관련 면허를 정지시키고, 또는 보호관찰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수당 설정 및 집행

자녀는 부/모로부터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경우
합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
모의 회사를 통해 이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 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검토 및 조정

SCU는 정기적으로 양육비 명령서를 검토하여 생활비 지수의
상승에 따른 양육비 조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정

SCU는 상황이 크게 변할 경우, 3년이 지난 후, 또는 부/모의
수입에 15% 이상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양육비 지급 명령서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SCU는 양육 상태의 변화 또는 부/모의 실직 또는 근무 불가
시 양육비 지급 명령서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