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습니까? “Pay It Off(채무 해결)”이라는 제목과 함께

dcse.cseweb@dfa.state.ny.us 으로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납입 방법

NYC 자녀 양육비 미지급금을 납입하십시오. 두 배

빨리 상환하십시오.

채무 해결
2022 년 10 월 17 일~31 일

3,000 명이 넘는 비양육 부모가 채무 해결(Pay It Off, PIO)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NYC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에 납입해야 하는 $1,600 만의 부채를

줄였습니다. 사례당 평균 부채 감소액은 $5,558 입니다.

여러분의 부채를 얼마나 많이 탕감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행동을 취해

알아보십시오.

1 단계 계약서 서명

10 월 17 일~31 일에 작성 및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십시오. 크레딧을

받으려면 사례당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dcse.cseweb@dfa.state.ny.us, 제목은 “ Pay It Off(채무 해결)”

우편 주소:
OCSS - Pay It Off
PO Box 830
Canal Street Station
New York, NY 10013

직접 방문:
OCSS 고객 서비스 방문 센터
151 West Broadway, 4th Floor
New York, NY 10013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 ~ 오후 7 시(공휴일 및 주말 제외)

2 단계 납입

· 채무 해결을 위해 10 월 17 일~31 에 $500 이상을 납입하십시오. 크레딧을 받으려면 늦어도

2022 년 10 월 31 일까지는 납입을 해야 합니다. 10 월에 납입해야 하는 법원이 명령한 현재 총

양육비 의무 금액은 먼저 지불해야 하며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납입은 계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납입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 여러 사례면 사례별로 별도의 비용을 납입하십시오.
· “NYS 자녀 양육비 처리 센터”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납입하십시오.

· 납입금에 사례 ID 와 "Pay It Off(채무 해결)"을 표시하십시오.

3 단계 여러분이 납입한 금액만큼 납입되는 자격 얻기

OCSS 에서 계약서와 납입금을 받고 4~5 주 후 관련 조치 요약본을 발송할 것입니다.

4 단계 부채 더 감면하기

체납금 크레딧 프로그램(Arrears Credit Program, ACP) 가입
PIO 기간에 ACP 를 신청하면 1 회에 한해 $1,000 의 부채를 감면해드립니다.

매달 법원이 명령한 의무 금액을 납입하면 12 개월 후에 DSS 부채에서 $5,000 를 할인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3 년 동안 이용하면 DSS 부채에서 총 $15,000 를 탕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nyc.gov/ocss-debt-reduction 를 참조하십시오.

금전 지급 판결 이자
NYC DSS 에 납입해야 하는 지급 판결 관련 원금을 납입하면 이자는 없어집니다.

nyc.gov/payitoff 에서 부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참조하고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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