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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서비스 가이드 
 

자녀 양육 집행국(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CSE)은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및 사회적 복지, 
건강 및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맡도록 지원하여 어린이들을 최우선시합니다. 양 부모의 관계 개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양육 부모(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비양육 부모(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찾기, 친자관계 성립, 소환, 자녀 양육비 법원 명령 및 의료 
지원 수립, 해당 명령 징수 및 집행 등이 있습니다. OCSE에서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고 자녀 양육비 케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소득이나 이민 상태에 관계 없이 모든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 NCP) 찾기 
비양육 부 또는 모의 자택 및/또는 직장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양육 부모는 자녀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OCSE는 비양육 부모의 거주지 및/또는 직장이 위치할 수 있는 주에 관계없이 전산 검색을 
통해 비양육 부 또는 모를 찾아 드릴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 복지사에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식별 및 검색 절차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비양육 부모의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문서입니다.  

소환 서비스 
가정 법원에 자녀 양육비 심리를 열기 위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비양육 부모에 대한 소환이 발부됩니다. 
OCSE는 뉴욕 주 자녀 양육비 신청자를 위한 소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케이스 및 수정이 필요한 
케이스의 경우, 우선 취급 우편을 통해 소환장이 발부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첫 번째 심리에 참석하지 
않거나 위반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OCSE는 보안관을 통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육 부모는 
원하는 경우, 소환을 발부할 담당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 본인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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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관계 수립 
친자관계란 생물학적 아버지란 의미입니다. 친자관계 결정은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친부에 
대한 법적 결정을 말합니다. 양쪽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자녀가 출생한 직후 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서 
친자 관계 인정서 양식에 서명하거나 자녀가 21 세가 되기 전까지 어느 때든 이 양식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친자 관계를 수립할 수 없는 경우, 가정 법원 심리를 열어 친자 관계 
명령을 통해 수립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가 수립되면, 친부에 대한 정보가 추정 아버지 등록부(Putative 
Father Registry, PFR)로 전달됩니다. PFR의 법적 부모 기록은 뉴욕 주에 보관되며 유산, 입양 및 자녀의 
친부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기타 법적 문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 
친부의 신원에 의심이 들 경우에는, 병원의 출생 등록 부서나 OCSE 아웃리치 서비스 부서 
((929) 221-5008)로 연락해 저렴한 비용의 DNA 검사 관련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기혼이거나 자녀 양육비 
명령이 이미 수립된 경우, DNA 검사 요청은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DNA 검사 결과 친부 추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도 명령서는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하고, 양육비 담당 
판사가 자녀의 이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명령 수립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은 가정 법원 심리의 양육비 담당 판사 앞에서 결정됩니다. 양육비 명령은 재정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료 지원은 자녀 건강 보험에 대한 보장 금액 및 보험 공동부담금을 
말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교육 및 보육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녀 양육비 명령과 
친자관계 모두를 법원에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는 심리에 참석하고, 양육비 담당 판사가 자녀 
양육비 명령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징수 
OCSE의 양육비 수금부(Support Collection Unit, SCU)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명령일 경우, 비양육 
부모가 납부하는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징수되어 양육 부모의 은행에 계좌 입금이나 뉴욕 주 EPPICard 
Debit MasterCard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녀 양육비 신규 의뢰인은 EPPICard Debit 
MasterCard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여기에는 본인의 은행에 계좌 입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계좌 입금 신청서 양식을 보려면 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뉴욕 주 처리 센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 아닌 한 더 이상 수표를 보내지 않습니다. 

현금 보조금을 받는 양육 부모는 매월 징수되는 자녀 양육비 중 첫 번째 $100(두 자녀 이상일 경우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너스 또는 자동이체 지급이라고 하며 전자식 혜택 양도(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를 통해 의뢰인에게 지급됩니다. 징수된 자녀 양육비의 잔액은 양육 부모에게 
지급된 현금 보조금을 정부에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녀 양육비 명령 이행 
지급이 늦어질 경우 OCSE는 다양한 행정적/자동적 수단을 통해 자녀 양육비 명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자녀 양육비 징수에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양육비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원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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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자동적 수단 — 법적 조치 불필요 
• 징수된 자녀 양육비 금액을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상 
• 세금 환급 상쇄 
• 복권 당첨금 압류 
• 재산 강제이행 
• 운전 면허증 정지 
• 신용 평가 기관 보고  
• 조세 및 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회부 
• 여권 신규 발급 및 갱신 거부 
• 뉴욕 시 사업 및 전문 직업 면허 신규 발급 또는 연장 거부  

재판 소송 절차 — 법원 심리 필요 
• 선취특권 
• 취업 프로그램 참여(STEP) 
• 이자가 부과된 금전 지급 판결 
• 전문, 비즈니스, 직업 관련 면허 정지 
• 범죄 기소 의뢰 
• 체포/감금 

자녀 양육비 명령 수정 
양쪽 부모 중 한 명이 상황의 실질적 변동을 사유로 자녀 양육비 명령 수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증가했거나 자녀의 필요가 증가한 경우, 명령 금액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예기치 않게 감소한 경우, 명령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위한 다음의 특정 
기준은 2010년 10월 13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수립된 자녀 양육비 명령에 적용됩니다.  

• 명령이 시작된 지, 최종 수정 또는 조정된 지 3년이 지남. 
• 명령이 시작된 후, 최종 수정 또는 조정된 후 양쪽 부모 중 한 사람의 총 소득에 15% 이상의 
변화가 생김. 소득 감소는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소득 감소를 주장하는 부모는 반드시 
자신의 학력, 능력, 경력에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함. 

• 수감된 부모의 경우 수감의 원인이 자녀 양육비 지급 또는 양육 부모 또는 자녀에게 가해진 
공격이 아닌 이상, 상황의 실질적 변동을 사유로 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명령 금액의 변동은 상황 변동일이 아닌 법원 신청서 제출일로 소급됩니다.  
자녀 양육비 명령 금액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COLA 는 생활비가 증가하면 양육비 명령 금액을 인상합니다. 가정 
법원에서 결정되는 수정과 달리, COLA 인상은 특정한 금액에 대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 OCSE 가 
결정합니다. 자녀 양육비 케이스는 전산화된 시스템에서 COLA 수혜 자격 여부와 관련해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케이스는 2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거나 자녀 양육비 명령이 지난 2년간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가 COLA 수혜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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