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감염 병 자주하는 질문들 

경기부양 지원금과 아동 양육비 관련 

  

마지막 업데이트: 2020 년 4 월 15 일 

 

Q. 제가 법정 아동 양육비를 완납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경기부양 지원금 액수가 

줄어듭니까? 네. 

 

CARES Act 에 따르면 student loan 등 몇몇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기부양 지원금액에서 

자동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으나 아동 양육비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 그럼 자동 강제 집행된 아동 양육비 미납금은 제 아이들한테 가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자동 강제 집행된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에 

미납한 정부 보조금 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부에 미납한 금액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가족은 경기부양 지원금액에서 자동 강제 집행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현재 가족들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바꾸어야 하는지 고려중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이 항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Q. 결혼한 제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부양 지원금 수표 

전액이 자동 강제 집행 되어 제 배우자가 체납한 저와 결혼하기 전 타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법정 아동 양육비 금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 몫의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IRS 에 “Injured Spouse” 양식을 작성해 보내어 당신 몫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이 양식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 신고를 하셨다면 언제든지 이 양식만 차후 개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8379.pdf 

이 양식을 작성하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

pdf/i8379.pdf 

  

Q. 현재 실직자라 아무 수입이 없습니다. 아직 실업 수당도 받지 못했고 경기 부양 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법정 아동 양육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정 아동 양육금 명령(child support orders)에 따라 정해진 정기 아동 양육금 납부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금 명령 수정 신청서(support modification petition)를 가정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정 법원은 오직 수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 이후의 

날짜에 대해서만 아동 양육금 납부 금액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의 날짜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일자리를 잃는 즉시 가정 법원에 아동 

양육금 명령 수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오직 긴급하거나 혹은 필수적인 사건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금 관련 문제는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원에 아동 양육금 문제 관련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접수한 날짜”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법원에 아동 양육금 명령 수정 신청서를 접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본인이 복사본을 보관하시고 

원본을 현 아동 양육금 명령을 내린 가정 법원의 서기 (Clerk of the Family Court) 에게 

우편으로 보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때 반드시 우편 접수 영수증 (proof of mailing)을 받아서 

잘 보관하십시오. 이는 나중에 가정 법원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당신이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서 아동 양육금 명령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최선을 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동 양육금 명령 수정 신청서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ycourts.gov/courthelp/diy/supportmodification.shtml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이 

항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주의: 저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법적 대변을 위한 어떠한 개인 정보도 저희에게 보내시지 

마십시오. 귀하의 사안이 대변의 고려대상이 되었을 때 Empire Justice 변호사들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귀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정보가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받으신 연락으로는 변호인-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제공된 정보는 오로지 법적 교육 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