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녀 양육 이행국(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현금 보조금과 자녀 양육비 
 

알아야 할 사항 

 
 
 
 
 
 
 
 
 
 
 
 
 
 
 
 
 
 
 
 
 
 
 
 
 
 
 
 
 

 

 
 

W-549D (K) 02/12/2015 (Revised October 2014) 
 
 



 2 

현금 보조금과 자녀 양육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뉴욕 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다른 쪽 부모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양육 부모(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 책임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뉴욕 주에서는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조금이나 의료비 단독 지원(Medical Assistance Only, MAO)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 이행국(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CSE) 자치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와 자녀 양육비 
명령을 수립하기 위해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에 관해서는 양쪽 부모 모두에 대해 이민 관련 요건은 없으므로 당국이나 가정 
법원에서 귀하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는 일은 없습니다. 

당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서비스에는 컴퓨터 검색을 통한 비양육 부모의 소재 파악, 친자관계 수립 및 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양육비 수립 지원, 지불금의 징수 및 전달 등이 있습니다. 지급이 연체될 경우 
OCSE는 자녀 양육비 명령을 집행합니다. 비양육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OCSE는 해당 부모를 취업 프로그램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면담: 지참해야 할 서류 
면담 시 지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 통지와 함께 제공된 신청서 작성본 
• 비양육 부모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또는 개인 납세 식별 번호(ITIN)가 있는 
서류 

•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서류(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능한 많이 지참하십시오.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친자관계 인정서(AOP) 또는 가정법원의 친자관계 명령서 
• 비양육 부모의 주소, 전화번호, 비양육 부모의 고용주 이름 및 주소 
• 비양육 부모의 최근 사진 

비양육 부모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ITIN 또는 주소를 모르는 경우, 다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서, 은행 계좌와 기타 투자 및 보유 재산과 같은 소득과 자산 
• 비양육 부모의 생년월일 및 출생지 
• 비양육 부모의 모친 및 부친의 이름(모친의 결혼 전 성 포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현금 보조금 또는 MAO를 신청 중이거나 수령 중이라면 자녀 양육비 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해 담당 
복지사가 이러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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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나 자녀에 대한 정서적 또는 신체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 자녀가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해 태어난 경우, 또는 
• 자녀를 입양 보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기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담당 복지사에게 알리십시오. 가정 폭력에 
연루된 경우, 귀하가 자녀 양육비 요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일부 또는 전체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가정 폭력 담당자에게 의뢰됩니다. 

“타당한 사유 청구”에 해당되지 않고 OCSE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 혜택이 25%까지 감소될 수 있으며 본인의 
Medicaid 자격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면담을 진행한 자치구 사무실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언제든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 수립 
다른 쪽 부모와 법적으로 혼인한 적이 없을 경우, 함께 살고 있더라도 자녀 양육비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친자관계(법적인 아버지)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보건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또는 자녀 양육비 사무실에서 
친자관계 인정서(Acknowledgement of Paternity, AOP) 양식에 서명하면 친자관계가 
수립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자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가 누구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OCSE에서 저렴한 DNA 검사를 의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친부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서 DNA 검사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친자관계가 수립되면 자녀는 자녀 
양육비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군인 수당, 연금, 건강 보험 및 상속권 확보 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비양육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금액은 가정법원 심리에서 결정됩니다. 결정은 
뉴욕 주에서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비양육 부모의 수입과 함께 낳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는 가정법원의 자녀 양육비 심리에 출석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 양육비로 매달 징수된 첫 $100(2명 이상의 자녀의 경우 $200)가 현금 혜택에 
추가되어 전달됩니다. 이 금액은 보너스 또는 자동이체로 지급이며 EBT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징수된 금액의 나머지 금액은 현금 혜택에 제공된 HRA에 갚는 데 
사용됩니다. 현금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자녀 양육비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족 
연체 지급(family arrears payment)”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구직 센터 또는 
자녀 양육비 복지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수금된 자녀 양육비가 현금 혜택보다 많은 경우 
현금 보조금 케이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AP, 보육 및 Medicaid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보조금 또는 MAO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현금 보조금 또는 MAO를 받지 않을 경우에도 당국은 계속 양육비 지급을 징수 및 
집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육비 명목으로 징수된 모든 금액은 귀하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당국은 귀하가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던 시점부터 지급되었어야 할 기한이 
지난 양육비를 여전히 보관하게 됩니다. 귀하가 자녀 양육비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국은 계속 비양육 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양육 부모를 찾으면 귀하에게 
자녀 양육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4 

연락처 

전화 
뉴욕 주 자녀 양육비 헬프라인(New York State Child Support Helpline) 
상담원과 통화: 
월 – 금, 오전 8시 – 오후 7시 
자동 안내 
하루 24시간/주 7일 
888-208-4485 
866-875-9975 TTY(청각 장애용) 

방문(예약 필요 없음) 
OCSE 고객 서비스 방문 센터(OCSE Customer Service Walk-In Center) 
151 West Broadway, 4th floor, Manhattan 
월-금, 오전 8시 – 오후 7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서신 
New York City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P.O. Box 830 
Canal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13 

웹사이트 
nyc.gov/hra/ocse 
www.childsupport.ny.gov 
 

자녀 양육비 자치구 사무실 위치 

Bronx 자치구 사무실 
(서비스 구역: Bronx) 
894 Garrison Avenue 
Bronx, NY 10474 
929-252-4100 

Brooklyn 자치구 사무소 
(서비스 구역: Brooklyn 및 Rockaways) 
1 MetroTech Center, North, 6th Floor 
Brooklyn, NY 11201 
929-221-7620 

Manhattan 자치구 사무실 
(서비스 구역: Manhattan 및 Staten Island) 
115 Chrystie Street, 4th Floor 
New York, NY 10002 
212-334-7654 

Queens 자치구 사무실 
(서비스 구역: Queens, Rockaways 제외) 
32-20 Northern Boulevard, 6th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718-784-6979 

http://www.nyc.gov/html/hra/html/services/child.shtml
http://www.childsupport.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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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de Blasio 
시장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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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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