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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비양육 부 또는 모(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로서 현재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이나 자녀 양육비 체납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뉴욕 시 자녀 양육 
이행국(NYC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CSE)이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으로 자녀 양육비 체납금이나 양육비 명령 금액을 지불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하고자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으며, OCSE 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쪽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자녀들은 학교 성적이 높으며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아버지는 자녀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현금 보조금을 받는 가정은 매월 징수되는 자녀 양육비 중 첫 번째 $100(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200)를 유지합니다. 이는 현금 보조 혜택과 별도입니다. 현금 보조 케이스가 
종결되면, 현재의 양육비를 위해 징수된 총 금액은 양육 부모(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OCSE 가 징수한 자녀 양육비의 90% 이상은 
자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양육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OCSE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양육 부 또는 모를 위해 저소득 비양육 부모(NCP)에 대한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과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에 지불할 
연체액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DSS 명령 수정(Modify DSS Order, MDO) 
MDO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 양육비가 수립되지 않은 저소득 비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명령이 수립된 이후 재정 상황에 변동이 생겼거나 법원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정 상황을 변론하지 않은 경우, MDO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1명 이상의 자녀에게 현재 자녀 양육비 명령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뉴욕 주 자가 부양 준비금(2014년 $15,755)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현금 보조금, SSI 또는 Medicaid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제공되는 혜택: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을 뉴욕 주 가이드라인에 맞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녀 양육비 지불 의무 금액을 낮추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 한도 계획 
연체액 한도는 정부(DSS)에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 누적 채무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 정부(DSS)에 연체액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또는 진행 중인 자녀 양육비 명령은 
없어도 됩니다. 

• 연방 빈곤선(2014년의 경우 $11,670) 미만에 해당하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 기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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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혜택: 
DSS에 지불해야 하는 연체액은 $500까지 낮출 수 있으며 법원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연체액 공제 프로그램(Arrears Credit Program, ACP) 
ACP는 정부에 지불할 연체액을 낮추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 대상자: 
• DSS에 지불할 연체액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한도가 없으며 소득이 빈곤선 미만이지 않아도 됩니다. 
• 만 1년 동안 현재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이 없는 경우, 마지막 법원 명령에서 결정된 의무 금액을 만 1년 동안 
완납해야 합니다. 

• 현재 또는 이전의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이 빈곤선 기준 명령 금액인 월 $25를 
넘어야 합니다. 

• 은행 자산이 $3,000가 넘거나 자동차, 보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5,0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정 폭력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제공되는 혜택: 
DSS에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 체납금을 연 $5,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CP는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각 케이스에 대해 총 $15,0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가정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MDO, 연체액 한도, 연체액 한도 프로그램 방문 신청: 
OCSE Customer Service Walk-In Center 
151 West Broadway, 4th floor 
New York, NY 10013 

시간:* 월 ~ 금, 오전 8시-오후 7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신청 절차를 마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늦어도 오후 5시까지는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지참할 문서: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현금 보조금, SSI, 또는 Medicaid 수령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최근 3회 급여명세서 
• 최근 연방 및 주 세금 보고서 
• 서명 및 공증된 순소득 보증서(웹 사이트 http://on.nyc.gov/1FI1mBs에서 확인 가능) 
• 연체액 한도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 미만임을 보여주는 
증명서 

• 교도소 또는 시정 감독부의 서신과 같은 구속 날짜 증명서 

연체액 한도 및 연체액 공제 프로그램을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위에 명시된 문서의 사본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OCSE, PO Box 

830, Canal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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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관련 정보 
뉴욕 주 자녀 양육비 고객 서비스 헬프 라인 
콜센터: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7시 
연중무휴 24시간 자동 응답 정보 이용 가능 
888-208-4485 | 866-875-9975(TTY) 

뉴욕 시 자녀 양육 이행국(New York City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CSE) 
nyc.gov/hra/ocse 

아버지를 위한 자녀 양육 정보 
nyc.gov/NYCDADS 

뉴욕 주 자녀 양육비 정보 
www.childsupport.ny.gov 

OCSE 고객 서비스 방문 센터  
151 West Broadway, 4th floor 
New York, NY 10013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7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필요 

 
 
 
 
 
 
 
 
 
 
 
 
 
 
 
 
 
 
 
Bill de Blasio 
시장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사회복지부 
 
Steven Banks 
장관 
 
 
BRC-939-K (Revised November 2014) 
© Copyright 2015. The City of New York 
인적자원관리국/사회복지부. 
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산할 권한에 대해서는 뉴욕 시 인적자원관리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http://www.nyc.gov/html/hra/html/services/child.shtml
http://www.nyc.gov/html/hra/nycdads/html/home/home.shtml
http://www.childsupport.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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