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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체납액 크레딧 프로그램 - 참여자 동의서 
 

케이스 ID: ___________________ 
 

I. 의뢰인 정보 및 의무 

(A)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름)은(는) 비양육 부모이자, 
뉴욕시 인적자원부(New York City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자녀 양육비 
집행 사무실(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OCSE))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 번호는 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입니다. 
본인은 자녀양육비 체납액 크레딧 프로그램(Child Support Arrears Credit Program 
(ACP))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본 동의서는 이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 동의서의 책임과 기타 요구 
사항에 동의합니다. 

 

(B)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본인은 뉴욕시 사회복지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NYC DSS))에 영구적으로 위임된 연체액(본인의 자녀가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 누적된 
자녀양육비 채무)을 감액 혹은 면제받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혹은 뉴욕시 이외의 기타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에 지불해야 하는 
본인의 자녀양육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  다음 두 항목 중 하나가 본인에게 해당합니다. 
다음 중 하나: 
I. 본인은 현재 양육비 명령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효력은 이 동의서를 서명한 후 다음 
자녀양육비 지급일부터 시작되며, 일(1)년간 지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은 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동안 본인의 자녀양육비를 매달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지불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은 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잃게 
되며, 본인이 얻은 크레딧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자격을 잃게 되면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II. 본인은 오직 자녀 양육비 체납액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효력은 이 동의서를 서명한 직후 본 동의서 
날짜부터 시작되며, 일(1)년간 지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은 계정 
체납액에 대한 법원의 과거 자녀 양육비 명령을 납부하는 데 동의합니다. 지불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은 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잃게 되며, 본인이 얻은 크레딧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자격을 잃게 되면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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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녀 양육비 계정을 여러 개 보유하는 경우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전체 계정에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NYC DSS에 지불해야 하는 

연체액이 있는 각 케이스마다 최고 $5,000에 달하는 연체액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OCSE는 

NYC DSS에 납부할 영구적으로 위임된 연체액 조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E)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연체액을 징수하기 위한 시행 조치(예: 환급 세금 상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은 OCSE가 NYC 

DSS에 영구적으로 위임된 연체액 조정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II. 재무 정보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인이 현재 $3,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나 보석 혹은 부동산 등 $5,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것이 됩니다. 본인은 재무 내역과 관련한 본인의 상기 진술이 

본인이 아는 한 정확한 것이며 이러한 자산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OCSE가 위의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본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변경되었다면, 본인이 

획득한 크레딧은 상실되고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III. 기타 정보 

아동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전력이 있으면 본 프로그램 참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전과 기록이 있어도 참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아동 관련 범죄로 인해 구속된 전력이 없으며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전과 기록이 없음을 

선서합니다. 

 
IV. 법원 소환 

어느 때든 자녀양육비 문제로 가정법원에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 본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인이 획득한 

연체액 크레딧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V. 의뢰인의 결과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자녀양육비 집행사무실(OCSE)은 본인이 

NYC DSS에 지불할 영구적인 자녀양육비 금액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본인이 이 

동의서에 서명한 날 이후 본인의 최초 자녀양육비 지급일로부터 십이(12)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연체금만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OCSE는 본인이 본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십이(12)개월 후에 본인이 NYC DSS에 지불할 영구적인 자녀양육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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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매월 적시에 양육비를 지불하면서 십이(12)개월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DSS에 지불해야 하는 영구적인 체납액을 추가로 줄이기 위해 먼저 

도래하는 최대 삼년 동안 새로운 일(1)년을 위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1)년 

이내에 NYC DSS에 지불할 자녀양육비 의무를 0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크레딧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프로그램에 계속 남아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크레딧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십이(12)개월 동안 매월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현재의 자녀양육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획득하는 크레딧은 본인이 DSS에 

지불해야 할 영구적으로 위임된 자녀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각 케이스에 

대하여 십이(12)개월간 매달 현재 자녀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본인은 각 NYC DSS 

케이스에 대하여 최대 $5,000의 체납액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VI. 의뢰인의 확약 

본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은(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본 자녀 양육비 체납액 크레딧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에 제공된 정보가 진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하고 확인합니다. 본인은 상기 명시된 조건들에 합의하였으며, 본인의 의사로 체납액 

크레딧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본인은 이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현재 양육비를 처음으로 

지급할 날짜부터 본 체납액 크레딧 프로그램이 시작됨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현재의 의무적인 

자녀양육비를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이 법원이 명령한 모든 의무를 

포함하여 이 계약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며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이 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본인이 획득하였던 모든 체납액 크레딧은 상실되며 본인이 지급할 자녀양육비 전액이 

부활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양육 부모 서명  날짜 
 
 
공증인 

뉴욕 주                 ) 

                                                :ss: 
뉴욕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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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짜에 본인 앞에서 선서함. 20……..년 ………월, ……… 일,  
 

뉴욕 주 공증인 

공증효력 만료일:___________________   

 
 
신청을 완료하려면 서명 및 공증된 이 문서의 원본을 모든 필수 문서와 함께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NYS HRA/OCSE 
PO Box 830 
Attention: Arrears Cap Program 
Canal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13 
 
 
 
 
 
Revised: 5.7.15 final version 
Revised: as of  1-16-09: final version 
Revised: 1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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