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 생 이 바뀔 경우,

자녀 양육비는 귀하의 자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귀하가 지급을 중단할 경우, 귀하의 자녀가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자녀
양육비 지원기관이 양육비를 징수하기 위한
집행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징수 조치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운전 면허 정지;
• 귀하의 세금 환급금 징수;
• 귀하의 은행 계좌 압류;
• 귀하의 여권 중지;
• 귀하의 복권 당첨금 징수.
자녀 양육비 지원기관은 또한 귀하의 채무에
관해 신용보고 기관에 통지합니다.
귀하의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가정 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귀하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추심 금액 선고;
• 사업, 전문직 또는 직업 면허의 상태 정지;
• 집행 유예 또는 징역형 선고.

귀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청에 따라 가정 법원은 귀하가 전자증언 (예:
전화)을 통해서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청문회가 개최되는 국가, 주 또는 카운티
근처에 귀하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 여행이 과도하게 힘들 경우.
• 귀하가 수감되어 있는 경우.
전화로 증언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귀하는 가정 법원 양식 4-24/5-16/UIFSA-10,
전자증언 신청서 및 개인 출석/물리적 실재
포기증서 (Electronic Testimony Application
and Waiver of Personal Appearance/Physical
Presence)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귀하가
수정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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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
부모를 위한 지침서

자녀 양육비 지원기관이 저의
미납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수정 청원서를 근거로 오직 가정
법원만이 귀하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자녀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득
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와 같은 상황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귀하는 가정 법원에 수정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 수정받을 자격이 됩니까?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뉴욕주 자녀 양육비
명령의 수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중 한쪽의 총소득이 15 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 명령을 받거나 명령이 마지막으로 수정된지 3
년이상 지난 경우;
• 귀하의 자녀 양육권이 변경된 경우;
• 귀하의 자녀가 합법적으로 양육권에서 벗어난
경우. 예를 들면, 아들 또는 딸이 정규직으로
일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거나 결혼한 경우;
또는
• 수감 이유가 자녀 양육비의 미납 또는 양육
부모나 자녀에 대한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귀하가 수감될 경우.

수정 청원서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귀하의 상황이 바뀌는 즉시, 수정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이 수정을 승인할 경우,
가정 법원은 귀하의 상황이 변한 일자가 아니라
귀하가 청원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오직 귀하의
미납액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 청원서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에게 법원 명령서를 발급한 가정 법원을
방문하여 양육 수정 청원서 (Support
Petition for Modification form) (양식 4-11)를
작성하십시오.
• 귀하에게 자녀 양육비 명령서를 발급한 가정
법원에 전화하여 양육 수정 청원서 (Support
Petition for Modification form) 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청원서를 작성해서
돌려보내십시오.
• 법원 행정처 웹사이트 www.nycourts.gov/
CourtHelp/DIY/ 의 DIY Forms 페이지로
가십시오
• 프로그램 (Program) 메뉴 아래서
양육 수정 청원 프로그램 (Support
Modification Petition Program)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귀하의 자녀 양육비 명령서를 발급한 가정 법원이
귀하의 청원서를 수령할 경우, 가정 법원은 청문회
일자를 정한 후 우편으로 귀하에게 그 일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법원 청문회에 어떠한 정보를
가져가야 합니까?
귀하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서명한 후 공증된 재정 진술서.
• 최근 급여 명세서 (또는 실업수당 수표
명세서).
• 가장 최근에 제출된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
• 가장 최근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W-2.
• 귀하가 양육권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양육권
서류 또는 귀하의 자녀 양육권을 증명하는
정보.
• 자녀가 양육권에서 해방되었다고 귀하가
주장할 경우, 귀하의 주장을 증명하는 정보.
귀하가 전화 증언으로 참여할 경우, 귀하는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가정 법원에 서류를
우송하거나 팩스로 보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