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양육권이 바뀌거나 내
아이가 더 이상 양육 부모와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더 이상 양육 부모와 살지 않게 되는 등
사정 상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정법원에 수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 양육 프로그램은 언제 지불이 완료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지불 기한을 놓치거나 연체되면
계좌가 연체, 또는 “체납” 상태가 됩니다. 계좌가
연체가 되면 운전면허증 정지, 국세환급금 및/또는
은행계좌 압류, 신용기관에 채무 정보 제공, 여권
거부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자동 강제
조치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정시에 전액 납부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내 계좌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childsupport.ny.gov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888-208-4485(TTY 866-875-9975)에 전화를
걸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정시에 전액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개인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자녀 를 사랑으로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십시오

개인 식별 번호(PIN)는 어떻게
얻는가?

PIN을 요청하려면 양육 헬프라인으로 연락하거나,
귀하의 이름, SSN, 계좌정보, 주소가 담긴 서명이
완료된 서신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ATTN: PIN
New York State Child Support
Processing Center
PO Box 15365
Albany, NY 12212-5365

childsupport.ny.gov
888-208-4485 (TTY 866-875-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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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를 위한
자녀 양육 사실

양육이 왜 중요한가?
양육은 자녀의 경제적 필요를 돕도록 법원에서 명령한 의무입니다. 또한 자녀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자녀 돌봄 또는 교육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평생동안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부/모와의
문제로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양육비는 왜 내야 하는가?
자녀는 부모 모두의 양육에 의존해 생활합니다. 자녀를
키우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부모 모두 현재와
미래에 자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급하는 데 함께
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면 자녀에게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자녀 방문에
연관성이 있는가?
아니오. 양육과 방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문을
거부 당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권이 문제라면 가정법원에 방문명령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직장을 옮기거나 바꿀 때에는 반드시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양육 헬프라인
(888-208-4485(TTY 866-875-9975))으로
전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를
주면 어떠한가?

법원이 양육비수금부(SCU)를 통해 양육비를 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경우 양육비를 직접 주지
마십시오. 양육 부모에게 직접 주기로 한 경우
SCU는 이러한 양육비 지급액만큼 공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이러한 직접적인
양육비 지급이 양육비라기보다는 선물로 주는
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직하거나 병 또는 부상으로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장을 잃었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수정청원서를 제출하여 지급할 양육 금액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감축은 청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양육비 수정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어디에서 하는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양육비수금부(SCU)가
소득세원천징수증(IWO)을 다니는 회사로 보내면
양육비가 급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법원
심리 기간과 다니는 회사가 IWO를 수령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 직접 SCU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양육비 지급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아닌 하청업자, 또는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주소로 SCU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New York State Child Support
Processing Center
PO Box 15363
Albany, NY 12212-5363

양육비 지급 시 보내는 사람의 이름,주소, 양육비
지급 계좌번호, 카운티 이름 및 사회보장번호(SSN)
를 기입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