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절차 도움말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은 지원이
필요한 입양 가족들이 가장 자주 찾는 서비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은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은 범위로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 내용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그 내용이 여러분의 가족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연락처나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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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연락처/수신자 부담 전화
귀하 혹은 귀하가 아는 누군가가 현재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911 로 전화하십시오.
•
•
•

•
•
•
•

211
311(뉴욕시만 해당)
NYC Well:
1-888-692-9355 (1-888-NYC-WELL) 영어는 2 번, 스페인어는 3 번, 아시아 언어는 4 번을
누르십시오.
1-212-982-5284 청각장애인/난청인 경우 711 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TTY)
국립 청소년 긴급 연락처(Hopeline): 1-800-442-HOPE (4673)
Boys Town 자살 및 긴급 연락처: 1-800-448-3000 또는 1-800-448-1833 (TDD)
국립 가출 상담 전화: 1-800-RUNAWAY (1-800-786-2929) 또는 66008 로 문자
아동(교육) 지원 전화: 1-866-427-6033 (뉴욕시만 해당, 월~목)

자료/정보 웹사이트
•
•
•

뉴욕 입양 및 위탁 가족 연합(Adoptive and Foster Family Coalition New York)
양육 환경 개선 지원 센터(Center for the Improvement of Child Caring, CICC)
자녀 복지 정보 게이트웨이(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
•
•
•
•
•
•
•
•
•
•

Families Together in NYS, Inc
Spence-Chapin Services to Families and Children
뉴욕주 국립 정신질환연합(National Alliance for Mental Illness of New York State, NAMI-NYS)
NYC Well
뉴욕주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학부모를 위한 자료
뉴욕주 연대 안내 프로그램(NYS Kinship Navigator Program)
뉴욕주 발달장애인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뉴욕주 정신건강 서비스국(New York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 공공 정신건강 자료
뉴욕주 부모 네트워크(Parent to Parent of New York State)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
OCFS 와 각 지역 사회 복지 부서가 입양 가족을 돕고 지원합니다. 지역 사회 복지 부서 혹은 아래의
다양한 기관에 연락해주십시오.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역 사회의 지원 및 다른 입양 가족
부모들과 연결해드리고, 때로는 그저 귀 기울여 들어드립니다.

TANF 입양 후 지원 자금
Cuomo 주지사는 입양 후 서비스를 위해 157 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양 대상 어린이를 위한 뉴욕시 의회(New York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NYC 대상)
프로그램 담당자:
Joann Buttaro
333 W 39th Street, 2nd Floor
New York, NY 10018
212-475-0222

지역 장기 지원 센터(Permanency Resource Center, PRC)
PRC 담당 업무:

•

입양 및 후견인 지정 이후 초기 단계에서 파양/분열을 방지

•
•
•

아이들이 양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과 함께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입양 및 후견인 가족을 격려
위탁 양육이나 다른 방식으로 아이가 가정 밖에서 자라지 않도록 합니다.

PRC 는 입양 가족 및 법적 후견인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양 후 가족은 자녀의 입양이
확정된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가족은 기관(공공기관 또는 자원봉사 기관)의 입양, 사설
입양, 또는 국제 입양을 막론하고 모든 입양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법적 후견인 가족은 자녀의
법적 후견인이 있으며 승인된 KinGAP 계약을 맺은 가족, 혹은 KinGAP 계약이 없더라도 법적
후견인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Abbott House
프로그램 담당자: Althea Milton, amilton@abbotthouse.net
100 Commerce Drive, Suite 101, New Windsor, NY 12553
914-740-6225
해당 지역: Dutchess, Sullivan, Ulster, Westchester 카운티.

뉴욕 입양 및 위탁 가족 연합(Adoptive and Foster Family Coalition of New York)
Southern Tier Finger Lakes 입양 및 후견 지원 프로그램(Adoptive and Guardianship Assistance
Program for Everyone, AGAPE Southern Tier Finger Lakes)
프로그램 담당자: Renee Hettich, renee@affcny.org
950 Westfall Road, Suite 318, Rochester NY 14850
607-272-0034
888-354-1342
해당 지역: Broome, Chemung, Schuyler, Tompkins 카운티.

뉴욕 입양 및 위탁 가족 연합(Adoptive and Foster Family Coalition of New York)
Hudson Valley 입양 및 후견 지원 프로그램(Adoptive and Guardianship Assistance Program for
Everyone, AGAPE Hudson Valley)
프로그램 담당자: Sharon Williams, sharon@affcny.org
108 Main Street, Suite 5, New Paltz, NY 12561
845-679-9900
888-354-1342

해당 지역: Columbia, Delaware, Dutchess, Greene, Orange, Putnam, Rockland, Sullivan, Ulster 카운티.

뉴욕 입양 및 위탁 가족 연합(Adoptive and Foster Family Coalition of New York)
Central NY 입양 및 후견 지원 프로그램(Adoptive and Guardianship Assistance Program for Everyone,
AGAPE Central NY)
프로그램 담당자: Renee Hettich, renee@affcny.org
950 Danby Road, Suite 318, Ithaca, NY 14850
607-272-0034
888-354-1342
해당 지역: Cayuga, Chenango, Cortland, Madison 카운티.

뉴욕 입양 및 위탁 가족 연합(Adoptive and Foster Family Coalition of New York)
Long Island 입양 및 후견 지원 프로그램(Adoptive and Guardianship Assistance Program for
Everyone, AGAPE Long Island)
프로그램 담당자: Samantha Fuhrman, samantha@affcny.org
21 Greene Avenue, Amityville, NY 11701
631-598-1983
888-354-1342
해당 지역: Nassau, Putnam, Rockland, Suffolk 카운티.
Rochester 교구 카톨릭 자선 단체(Catholic Charities Diocese of Rochester)
Finger Lakes 카톨릭 자선 단체(DBA Catholic Charities of the Finger Lakes)
프로그램 담당자: Deacon Peter Dohr, peter.dohr@dor.org
94 Exchange Street, Geneva, NY 14456
315-789-2686
해당 지역: Ontario, Orleans, Seneca, Wayne, Yates 카운티.
North Country 자녀 양육 지원회(Child Care Coordinating Council of the North Country)
프로그램 담당자: Jamie Basiliere, jamie@primelink1.net

PO Box 2640, 194 US Oval, Plattsburgh, NY 12901
518-561-4999
해당 지역: Clinton, Essex, Franklin (St. Regis Mohawk Indian Reservation 포함), Hamilton, St. Lawrence
카운티.
Jefferson County 어린이 집(Children's Home of Jefferson County)
프로그램 담당자: Karen Richmond, Krichmond@nnychildrenshome.com
PO Box 6550, 1704 State Street, Watertown, NY 13601
315-788-7430
해당 지역: Franklin (St. Regis Mohawk Indian Reservation 포함), Jefferson, Lewis, Oswego, St. Lawrence
County

G.A. (Gustavus Adolphus) Family Services, Inc.
프로그램 담당자:
Karl Wiggins, karlw@lutheran-jamestown.org
Erika Garcia, egarcia@lutheran-jamestown.org
200 Gustavus Avenue, Jamestown, NY 14701
716-665-2116
해당 지역: Cattaraugus, Chautauqua, Erie, Niagara, Wyoming 카운티.

Hillside Children's Center - Binghamton
프로그램 담당자:
Tess Mahnken-Weatherspoon, tmahnken@hillside.com
Beth Harrington, bharring@hillside.com
840 Upper Front Street, Binghamton, NY 13905
607-722-2507
해당 지역: Alleghany, Broome, Chemung, Onondaga, Steuben, Tioga 카운티.

Hillside Children's Center - Rochester
프로그램 담당자:

Tess Mahnken-Weatherspoon, tmahnken@hillside.com
Karen Kelley, kkelley@hillside.com
1 Mustard Street, Rochester, NY 14609
585-654-1463
해당 지역: Genesee, Livingston, Monroe, Wyoming 카운티.

New Alternatives for Children, Inc.
프로그램 담당자: Patricia Bryant-Reid, pbreid@nackidscan.org
37 West 26th St, 6th Floor, New York, NY 10010
해당 지역: 뉴욕시 5 개 자치구.

입양 대상 어린이를 위한 뉴욕시 의회(New York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프로그램 담당자: Joann Buttaro, jbuttaro@coac.org
333 W 39th St, 2nd Floor, New York, NY 10018
212-475-0222
해당 지역: 뉴욕시 5 개 자치구.

Parsons Child and Family Center
프로그램 담당자: Suzanne D’Aversa, Suzanne.daversa@northernrivers.org
60 Academy Road, Albany, NY 12208
518-426-2600
해당 지역: Albany, Fulton, Montgomery, Rensselaer, Saratoga, Schenectady, Warren, Washington
카운티.

Family Center, Inc.
프로그램 담당자: Marya Gilborn, mgilborn@thefamilycenter.org
493 Nostrand Ave, Brooklyn, NY 11216
718-230-1379
해당 지역: 뉴욕시 5 개 자치구.

Neighborhood Center
프로그램 담당자: Patrice VanNortwick, patricev@neighborhoodctr.org
624 Elizabeth Street, Utica, NY 13501
315-272-2615
해당 지역: Oneida, Herkimer, Otsego, Schoharie 카운티.

뉴욕 입양 보조금(New York Adoption Subsidies)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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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 표시된 용어를 클릭하면 용어집에서 해당 용어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돌아가려면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정보의 목적은 장애인 보조금에 대해 강조하여, 복지사들이 입양 보조금 자격 및 승인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문서의 품질이나 내용이
요청된 등급에 맞지 않을 때 입양 보조금 요청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아동의
어려운 상황을 문서화하기 위해, 의사와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정보의 일부 사항을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용어집과 절차 설명은 보조금 신청 절차에 관련되는 모든 대상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입양
보조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복지사가 상사 및 법률 담당자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입양 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입양 보조금이란 월간 지급되는 양육 보조금으로(용어집 참고: 양육 보조금),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급됩니다.

입양된 아동은(용어집 참고: 입양 배치) 연방 의료 지원 프로그램 또는 주 정부 지원 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입양 보조금의 검토는 법적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의 제출 및 승인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조건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양 보조금 계약은 입양 완료 전에 승인되어야
합니다(용어집 참고: 승인된 보조금).

입양 보조금 계약은 예비 입양 부모(들)와 지역 사회 복지 부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양육 보조금은 입양 부모가 더 이상 자녀 양육에 법적 책임이 없거나, 자녀가 더 이상 입양
부모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21 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 및 의료 보조금 역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됩니다. 의료적 보조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의 경우, 18 세가 지나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입양 보조금이 제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 아동 및 의료적 보조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입양을 장려하며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보조금은 더 이상 친생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동이
따뜻하고 든든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 보조금은 지역 사회 복지 위원회, 뉴욕주의 공인 자원봉사 기관, 또는 공인되거나 승인된 위탁
부모의 보호 및 양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 및 의료적 보조가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뉴욕주의 위원 혹은 자원봉사 기관의 보호와 양육 관리를 받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판정
입양 보조금 지급 자격은 연방 및 주 법령과 규정에 기반합니다. 자격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아동이
필요한 서류의 제공 및 승인에 의해 지원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요율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양 보조금이 승인되려면 해당

아동의 어려움이 지역 사회 복지 구역별로 정한 요율 범위 내에 속해야 합니다. 요율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자격 판정 및 승인을 위해 입양 보조금 동의서 형식의 입양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비 입양
부모는 입양 기관이나 지역 사회 복지 구역 사무소에서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사무소가 승인 권한을 지역구에 위임하지 않는 한, 신청서는 자치주와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 제출하여 검토됩니다. 이러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 자격 및 요율의 판정은 감사에 적합해야 하며, 설정된 요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서는 입양 후 최종 결정(Post-finalization) 또는 등급 상승 요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입양 완료 전에 승인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입양 보조금이 승인되나요?
입양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충족되는 의료적 보조가 필요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기본요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은 기본, 특별, 또는 예외 요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금의 등급은 제출된 의료 및/또는 심리적 서류에 근거하여 행정적으로 결정됩니다.
서류심사는 사회 복지 구역별로 지정된 규정 및 범주에서 입양 보조금 요율의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청하는 보조금의 등급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양부모(들)와 복지사는 이 정보를 책임지고 처리할 사람을 결정하고,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적합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구는 장애 아동의 기본, 특별, 또는 예외 요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부모 소득과 가족 규모를 토대로 지급할 보조금의 요율을 결정합니다. 적정
비율의 75% 미만은 구역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모든 케이스에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서류는 의사,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가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향후
발생할 문제의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류의 목적은 아동에게
기본, 특별, 또는 예외 요율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아동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와 정신 건강 전문가는 필수적으로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없으며, 요율에 대해
권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율은 복지사가 추천하며 최종 승인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신청(최종 결정 전):
입양 보조금 신청서 대부분이 최종 승인 전에 제출됩니다. 입양 보조금 신청 동의서는 자녀가 예비
입양 부모의 집에 온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에 기반한 신청서는 상기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최근 발급본이어야 합니다(1 년 미만). 의사는 아동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행동, 문제의 빈도 및 심각성, 중재 필요 요건, 검사, 결과, 진단, 치료
권고 내용, 그리고 예후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초기 입양 보조금 신청서는 연방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된 양육비와 의료 보조금 또는 의료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 입양 확정 전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신청에서 거절되고 항변 기회가 주어지면, 이후 그 결과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 후 최종 결정 요청:
보조금 없이 진행된 뉴욕주 아동의 입양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보조금에 대한 최종 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시점에서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것이 입양이 확정된
후 진단을 통해 알려진 아동은 비 IVE 양육 및/또는 의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는 초기 신청과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요청이 기존의 상태를 포함한다는 증명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진단 날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등급 상향 요청:
보조금으로 입양된 아동은 보조금이 승인된 초기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더
높은 보조금에 대한 자격을 충족할 정도로 변경될 경우, 보조금 등급 상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현재의 검사(들)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며, 아동의 어려움이 변경된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고, 기타 모든 서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 당시에 존재했지만 악화되지 않았거나
안정적인 상태여서 문서화하지 않았던 상태에 대해서는 등급 상향 요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등급 상향 승인 여부는 지역 사회 복지 구역과 아동 및 가족 복지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부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수많은 신청서에 예비 입양 부모(들), 교사, IEP, OP-5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양식, 물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및 직업 치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필요한 서류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막중한 업무량은 익히 인지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심리사회적 병력 근거가 없는 치료 과정 기록, 요율 승인, 문제를 기술한 처방전, 진단은 요율
결정을 위한 서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목적은 아동에게 특정한 요율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동의 어려움을
평가하고 부모가 도움을 줘야 하는 특정 행동과 상태의 빈도 및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승인된 서류는 감사를 거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많은 아이에게 초기 입양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향후에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보조금 신청 서류에 해당 위험이 기재될 수 있으며, 관련 문제로 인해 아동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향후에 상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태와 관련이 없거나 입양 전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 아동은 입양 후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된 입양 보조금 신청서가 의료적 보조 필요 자격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 요건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요율의 기준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청한 대로
승인할 수 없고, 그보다 더 낮은 요율을 부모가 거부하거나 다른 요율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신청이 불승인됩니다. 불승인은 입양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현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최종 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방 또는 주(State)
공무원은 입양 보조금 신청이 불승인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부모에게 공청회 권리를 알리는
불승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공청회는 부모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공청회 담당자는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공청회 요청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보조금은 80% 이상의 경우 입양 과정에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입양 신청자들은 신청 절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위탁 양육 요율 결정에 사용해야 하는 정보와 다르지
않습니다(용어집 참고: 위탁 양육 위원회 요율). 친권 종료 절차가 발생하기 전에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지만, 아동을 배치할 때 확실한 기준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따르십시오:

지침
보육 중인 모든 아동에 대해 필요한 전문가로부터 간결하고 완전한 최신 검사 결과를 받으십시오.
아동이 위탁 양육에 들어갈 때부터 이 과정이 일관되게 이루어진다면 가족은 아동의 상태에 맞게
매년 정확한 보조금을 받게 되고, 부모들은 받을 수 있는 요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료 및 정신 건강 전문가와 협력하여 검사의 목적과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십시오.
보조금 동의서 제출 시에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의 검사 계획을
짜십시오.
현재(과거나 미래가 아닌)의 상태에 따라 아동의 어려움을 진단하십시오.
예비 양부모(들)가 필요한 교육 및 자료 식별을 통해 치료 권장 사항을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모든 자료는 완전해야 하며 최근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정책 방침에서 18 NYCRR 421.24 와 427.6 를 읽어 보십시오. 이 내용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십시오.
규정 해석 및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NYSAS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금지 사항
•
•
•
•

최종 승인 전에 예비 양부모(들)에게 요율에 대한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서류상 지원하지 않는 요율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1 년 이상 지난 불완전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보조금 계약이 승인되기 전에 입양을 완료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위태로워지고 의료 또는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욕주 입양 복지국(New York State Adoption Service)에 1-800-345-KIDS(5437)로
문의하거나 adopt.me@ocfs.ny.gov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입양 보조금 수령 방법

뉴욕주 아동 및 가족 복지국(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과 지역 사회 복지
부서는 계좌 입금 또는 국내 브랜드 직불 카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입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자 결제

NYEPAY 사용
NYEPAY 에 로그인하여 결제 항목을 선택하고 월별 송금 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필요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고 은행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NYEPAY 웹사이트에 어떻게 로그인하고 처리하나요?

옵션 1 - 직접 입금: 이미 은행 계좌가 있습니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당좌 예금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받으십시오.

NYEPAY 계정을 설정하려면 NYEPAY 웹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당좌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을 설정하려면 보조금 직접 입금/직불 카드 승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
•
•

OCFS-4744 - Adoption Subsidy Direct Deposit/Debit Card Authorization Form
OCFS-4744-S - Formulario de Autorización de Depósito Directo o en Tarjeta de Débito del
Subsidio de Adopción
OCFS-4744 - 입양 보조금 직접 입금/직불 카드 승인 양식

옵션 2 - 직불 카드

월 보조금이 자동으로 귀하의 카드에 입금됩니다.

어디에서나 Master Card 직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ATM, 은행, 상점, 온라인 등).

ATM, 은행, 또는 상점에서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인출하십시오.

KeyBank MasterCard 는 수수료 없이 자금을 인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KeyBank MasterCard 제공 사항:

•
•
•

무료 POS(Point-Of-Sale) 구매가 PIN 기반 거래에 참여하는 상점에서 캐시백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무제한 현금 인출이 모든 MasterCard 회원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무료로 다음 서비스 이용 가능:
a. KeyBank 및 Allpoint ATM 에서 현금 인출
b. 개인 당좌 예금 또는 저축 계좌로 온라인 자금 이체

•

c.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한 KeyBank 고객 센터 문의: 1-866-295-2955, 온라인 카드
소지자 웹사이트: www.key2benefits.com
월별 입양 보조금 카드에 대한 Key2Benefits 의 모든 수수료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KeyBank MasterCard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key.com/business/key2benefits/를
방문하십시오.

문의 사항은 OCFS 전자 결제 콜 센터 1-877-437-7855 번으로 전화하거나,
ocfs.sm.electronic.payments@ocfs.ny.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
•

Frequently Asked Questions
Preguntas Frecuentes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입금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송금 명세서를 검토하려면 NYEPAY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세금 혜택
입양 세액 공제 및 면제 혜택

입양 가족은 적격한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한 적격 입양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 공제액은 비반복적인 입양 비용과 같이 변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액 외에도 귀하의 고용주가 입양 비용의 적격성을 위해 변제해 준 특정 금액은
귀하의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격 입양 비용에 대한 공제 및 면제에는 각각 달러 한도와
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적격 아동
적격 아동 조건:

•
•

18 세 미만 아동. 만약 해당 연도에 자녀가 18 세가 되었다면 해당 자녀는 18 세 미만이었던
연도의 일부에 대해서만 적격성이 인정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모든 장애인.

적격 입양 비용
적격 입양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
•
•
•

입양 비용
변호사 선임료
법원 절차 비용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지출하는 여행 경비(식사 및 숙박 포함)
외국인 자녀의 입양과 관련된 재입양 비용
적격 입양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금액을 지원받았을 때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
•
•
•
•

대리모 출산 계약을 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본인의 고용주나 기타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지불되거나 변제된 금액
1997 년 이전에 지불된 금액
기타 연방 소득세법 조항에서 공제 또는 공제로서 허용된 금액

IRS 양식 8839
IRS 양식 8839 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입양 공제액 및 고용주 제공 입양 혜택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격 아동 입양 비용에 대한 공제 및 면제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IRS 양식 8839 의 작성 지침은 irs.gov/instructions/i8839/ch01.html#d0e2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 세액 공제 추가 자료
13-OCFS-ADM-05 – 예비 입양 가족에 대한 연방 입양 세액 공제 통지(Notification to Prospective
Adoptive Families of the Federal Adoption Tax Credit)(PDF)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s)의 607 번 주제 - 입양
공제액에서 설명하는 입양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세금 혜택.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www.irs.gov 또는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