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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잠재적 양육비 신청자를 위한 안전한 양육비 수령 관련 정보 

양육비 케이스 진행 시 이점 

뉴욕시에서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Office of Child Support 

Services, OCSS)은 귀하와 자녀에게 양육비 관련 과정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OCSS에서는 

친자관계 성립 및 양육비 지원 명령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자관계 수립: 

       

법적 부모 양육비 지급 부모 자녀 관계 건강보험 중립적인 중개자 연금 군인 수당

 

안전 관련 고려 사항  
 

양육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귀하 본인, 자녀 및 비양육 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읽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친자관계 성립: 친자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OCSS에서 가정 법원에 친자 확인 신청서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각 부모는 법원 심리 시 법원에 출석하여(가상 출석 또는 직접 출석) 해당 케이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해 진술하여야 합니다. 각기 다른 날짜와 시간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성립: OCSS에서는 가정 법원에 양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귀하는 법원 심리 시 

법원에 출석(가상 출석 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각 부모의 소득 및 지출 정보가 제출되어 양육비 지원 

명령 금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양육비 수금: 비양육 부모의 고용주에게 연락을 하여 법원이 지급 명령한 양육비를 급여에서 제한 뒤, 

OCSS에 지급하게 할 것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월별 청구 명세서가 비양육 부모에게 

발송되며, 비양육 부모는 OCSS에 직접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경: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에 변동이 생기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변경되는 등 상황이 변동될 경우, 

귀하 또는 비양육 부모는 가정 법원에 현재의 양육비 명령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집행: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기한에 따라 집행 조치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연방 및 주 정부 세금 환급금 

압류 

 복권 압류 

 신용 기관 통지 

 운전 면허증 정지 
 

 은행 계좌 압류 

 뉴욕주 조세 재무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회부 

 미국 여권 거부 

 개인 상해 합의금/산재 보상금 압류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s, COLA): 최소 2년 이상 지난 양육비 명령은 COLA 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본 검토를 통해 법원 절차 없이 비양육 부모가 지급할 양육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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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신청 중 안전 기하기 
양육비 프로그램 및 법원은 귀하가 안전하게 양육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https://www.nycourts.gov/LegacyPDFS/FORMS/familycourt/pdfs/4-24.pdf에서 전자 증언 

신청서(Electronic Testimony Application)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전자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귀하의 위치, 거주지, 고용 정보를 밝히지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신체적 안전을 위해 심리 중과 심리 전후에 추가적인 예방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ycourts.gov/CourtHelp/Family/confidentiality.shtml에서 주소 

비공개(Address Confidentiality)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청원서, 통지서 또는 여하한 필수 재정 정보 공개 건에서 귀하의 위치/거주지 또는 고용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소를 모든 양식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명령서를 발행한 카운티 아동 양육 기관 또는 법정의 이름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실 예약을 다른 부모와 따로 진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가정 폭력 진정서(Family Offense Petition)를 작성하여 보호 명령을 요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https://www.nycourts.gov/CourtHelp/Safety/familyfiling.shtml에서 확인하십시오.  

 

안전에 대해 누군가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NYS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NYS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Hotline) 

전화: 1-800-942-6906 문자 메시지: 1-844-997-2121 
채팅: 
www.opdv.ny.gov 

NYC 가정 내 폭력 핫라인: 전화: 1-800-621-HOPE 1-800-621-4673  

고도로 훈련된 담당자와 연중무휴 24시간 기밀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겪고 있거나 자원 

또는 정보가 필요하거나 관계의 건강하지 않은 측면에 의문을 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가정 내 폭력, 성폭력의 구성 요건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경우,  

https://opdv.ny.gov/about-domestic-violence 및 www.nycourts.gov/CourtHelp/Safety/DVindex.shtml를 방문하십시오. 

언제든 안전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당 직원에게 안전 관련 우려가 없다고 이미 말한 

경우에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OCSS는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공공 혜택 및 양육비 

귀하가 현금 지원(Cash Assistance)을 신청하거나 고려 중인 경우, 양육비 케이스가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으며 귀하의 양육비 프로그램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보호하기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 면책 및/또는 정당한 이유 결정서로 양육비 프로그램 협조에 필요한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nyc.gov/hra/ocss에서 양육비에 대해 더 알아보거나 

dcse.cseweb@dfa.state.ny.us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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