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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upport 지급금 

Child Support 는 별거 중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송금하는 지급금입니다. 호주 또는 해외 거주에 상관없이 Child Support 지급금을 송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Child Support 자격 심사를 마쳤거나 센터에 합의 또는 법원 명령을 등록했다면 Child 

Support 지급금을 개인적으로 송금하거나, 센터에 송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Child Support 송금 (private collect) 

Child support assessment 를 신청하거나 이미 마친 경우, 혹은 agreement 를 수락하거나 

법원 명령을 등록한 경우에는 Private Collect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ivate Collect 는 자녀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모 사이에서 이를 설정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 수당 금액을 센터에서 알려드리면, 부모가 의논하여 지급금의 송금 

방법과 시기를 직접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급금 송금 주기(예: 매주나 격주 또는 매월)와 송금 방법(예: 현금, 은행 이체, 

월급 공제 등)에 합의해야 합니다. 

Child Support 지급금 수취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센터에서 지급측 부모로부터 Child Support 지급금을 받아서 수령측 

부모쪽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Child Support 심사가 끝나고 지급측 부모로부터 지급금이 

입급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측 부모인 경우, 센터에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를 매주나 격주 또는 매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급 방법으로는 월급 공제와 자동 이체를 비롯해 BPay, Government 

EasyPay 를 이용한 신용/직불 카드, 우편을 통하거나 Australia Post 에서 납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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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센터에서는 금액을 수령측 부모의 호주 은행 계좌로 보내드립니다. 수령측 

부모에게 호주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수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한 쪽이 해외에 살고 있거나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도 센터에서 Child Support 

지급금을 수취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금 송금 방법은 해당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Child Support 를 독립적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부모 양측이 Child Support 지급금 송금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와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ild Support 지급을 위한 소득 심사  

Child Support 지급금은 이전 회계연도에서 조정 과세 소득(전년도 관련 소득)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관련 소득이 현재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경우에 본인의 소득 추정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Child Support 심사가 전년 소득 신고의 조정 과세 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인의 현재 Child Support 심사가 이전에 보고한 조정 과세 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및  

 본인의 현재 조정 과세 소득이 Child Support 심사에서 사용된 소득 보다 

15 퍼센트 이상 감소된 경우 

금번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 추정치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도 다른 금액의 새로운 추정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심사 근거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정치를 제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 

 심사 과정의 변경으로 인한 결정 

 법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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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추정치 제출 방법을 비롯한 자신의 선택 옵션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전화 

131 272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ild Support Online Services(현재명 CSAonline)를 

이용해서 Estimate of income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Child Support 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childsupportpayment 참조 

 전화 131 202 로 연락하여 [Korean/한국어] 담당자와 통화 

 해당 service centre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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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upport payment 
Child Support is an amount of money transferred between separated parents used to help raise 
their children. There are a number of ways you can transfer Child Support, whether you live in 
Australia or overseas. 

You can transfer Child Support payments privately or ask us to do it for you, once you have had a 
Child Support assessment or have registered an agreement or court order with us. 

Paying Child Support privately (private collect) 
If you are applying for or we have made a child support assessment, accepted an agreement or 
registered a court order, Private Collect may be an option that works for you.  

Private Collect is when you and the other parent work out the most convenient way for child 
support payments to be made between yourselves. 

We tell you how much child support needs to be paid and then you and the other parent make 
your own arrangements about how and when the payments are made. 

You then need to agree how often transfers will be made (for example, weekly, fortnightly or 
monthly) and how they will be made (for example, cash, bank transfer or salary deduction). 

Collection of Child Support payments 
If you ask us to do it for you, we will collect and transfer the Child Support from the paying parent 
to the receiving parent. This can be done once a Child Support assessment has been made and we 
have received the payments from the paying parent. 

If you are a paying parent, you can choose to make weekly, fortnightly or monthly payments to us 
and how you will make them. The payment options include employer deductions, direct credit, 
BPay, credit/debit cards using Government EasyPay, lodgement at an Australia Post office or by 
mail. 

We then pay the receiving parent directly into an Australian bank account. If the receiving parent 
does not have access to an Australian bank account, they can receive child support from us by 
cheque. 

If one parent lives or is moving overseas, we may still be able to collect and transfer the Child 
Support payments. However, the way payments are transferred will depend on your situation. 

If you have arranged Child Support independently, you and the other parent will have decided 
when and how Child Support should be paid. However, information and help is available if you 
ne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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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your income for Child Support payments 
Child Support payments are based on an assessment of your adjusted taxable income (last year of 
relevant income) from a previous year. If your last year of relevant income is no longer an accurate 
reflection of your current income, you may be eligible to lodge an estimate of your income if: 

• your current Child Support assessment uses an adjusted taxable income from your 
previous tax return, or  

• your current Child Support assessment uses an adjusted taxable income that you have 
previously advised us, and  

• your current adjusted taxable income has reduced by 15 per cent or more than the 
income used in the Child Support assessment. 

If you have already lodged an estimate for this financial year, you can also lodge a new estimate 
for a different amount. 

You may not be able to lodge an estimate if your assessment is based on one of the following: 

• an agreement 
• a determination made under the change of assessment process 
• a court order. 

To find out more about your options, including how to lodge an estimate, call us on 131 272. You 
can lodge an Estimate of income form using Child Support Online Services (currently known as 
CSAonline).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Child Support: 

• visit humanservices.gov.au/childsupportpayment 
• call 131 202 to speak to someone in your language, or 
• visit a service centre. 

  CHILD SUPPORT PAYMENT 
PAGE 2 OF 2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 support_English.pdf
	Paying Child Support privately (private collect)
	Collection of Child Support payments
	Estimating your income for Child Support payments
	More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