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 off NYC child support debt.
Twice as fast.

Pay It Off

October 1–31, 2018

Now you can participate by mail!
Make a payment of $500 or more toward
child support debt permanently owed to NYC
and we will match that payment.
Pay your child support consistently?
You may qualify for additional reductions.
Call 929-252-5200 for details!
• You have to pay at least $500 to participate, but you can pay more.
Photo for illustration purposes only. The people shown are models.
Many people do
• We can only reduce the amount you owe to $0
• The debt must be permanently owed to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Participating in Person

Come to our Customer Service Walk-In Center
151 West Broadway, 4th floor, New York, NY 10013
(between Worth St. and Thomas St. in Manhattan)
Hours
Monday–Friday (closed Mon., Oct. 8)
Saturday, Oct. 20 and Oct. 27 only		

Nearby Subways
Chambers St. stations for the 1, 2, 3, A, C, J, or Z
Brooklyn Bridge/City Hall station for the 4, 5, or 6

8 am–7 pm
9 am–5 pm

Pay By
• credit card
• debit card (must be Visa or MasterCard)
• certified check or personal check
• money order
Make checks or money orders payable to “NYS Child Support
Processing Center.” Write your Case ID and “Pay It Off” in the
section of the check or money order marked “Memo.”

To participate by mail, first call 929-25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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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자녀양육비 채무를 해결하
세요. 두 배로 빨리 갚으십시오.

채무 해결

2018년 10월 1일 ~ 31일
이제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NYC에 영구적으로 귀속된 자녀 양육비 부채에
대해 500달러 이상 지불하실 경우 해당 액수와
일치하는 금액은 당국에서 지불합니다.
자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추가로 삭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29-252-52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신청을 위해서는 최저 금액 500달러를 지급해야 하지만,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최저 금액 이상을
지급합니다
• 해당 부채를 0달러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채무금은 뉴욕 시 사회 복지부(DSS)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 전용 사진입니다. 표시된 사람은 모델입니다.

지급 방법
고객 서비스 워크인 센터(Customer Service Walk-In
Center) 방문 위치: 151 West Broadway, 4th floor, New
York, NY 10013 (맨해튼의 Worth St.와 Thomas St. 사이)
운영 시간
월~금요일(10월 8일 월요일 휴업) 오전 8시~오후 7시
토요일, 10월 20일과 27일만
오전 9시~오후 5시
지불 방식
• 신용카드
• 직불카드(Visa 또는 MasterCard 로고가 있어야 함)
• 공인 수표 또는 개인 수표
• 우편환

가까운 지하철

Chambers St.역의 1, 2, 3, A, C, J, Z Brooklyn Bridge/City Hall
역의 4, 5 또는 6

수표 및 우편환의 수취인은 “NYS Child Support Processing
Center”로 지정해 주십시오. 수표나 우편환의 “메모(Memo)”에
케이스 ID 및 “Pay It Off(채무 해결)”을 적으십시오.

우편 신청을 하려면, 먼저 929-252-5200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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