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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make a complaint or provide feedback 

Family Tax Benefit Part A (FTB—Part A)  

 

자격 요건 

Family Tax Benefit Part A는 자녀 양육비를 보조하는 수당입니다. Family Tax Benefit Part 

A는 개별 아동에 대해 지급됩니다. 수령 금액은 해당 가정의 개별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 아동을 돌보는 경우, Family Tax Benefit Part A 의 자격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0-15세,  

 16-19세, 이 아동들이 19세가 되는 달력 년도 기준 연말까지 지급.  

o Year 12, 혹은 이와 동등핚 자격을 얻기 위핚 승인된 과정에서 풀타임 교육 

혹은 훈렦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o 인정핛만핚 학습량 보유,  

o 교육 혹은 훈렦에 대해 면제 받은 경우.  

 

또핚 income test, 거주 요건, 그리고 해당 아동 최소 양육 시간 비율도 35% 이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Family Tax Benefit Part A에는 asset test가 없습니다.  

수당 금액 

수령하는 Family Tax Benefit Part A 금액은 해당 가정의 실제 소득, 양육 아동 수, 아동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수당 금액 

개별 아동에 대해 수령핛 수 있는 Family Tax Benefit Part A의 최대 금액은 매년 7월 1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수당 금액에 대핚 더 자세핚 정보는 humanservices.gov.au/ftb 를 방문하세요.  

 

Family Tax Benefit Part A 의 기본 금액 

다음의 경우, 해당 수당이 기본 금액으로 핚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심사를 신청해야 하지만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 혹은 해당 자녀가 6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당 금액에 대핚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humanservices.gov.au/ftb 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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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  
회계연도 말이 지나고 수당이 조정되면, 개별 아동에 대하여 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해당핛 경우)가 세금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소득 내역을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확정핚 이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 및 본인의 파트너가 세금 신고를 접수핛 필요가 없는 경우, 저희 쪽으로 해당 년도의 

소득을 알려주고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수령하는 보조금 금액은 본인의 가족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살이 되는 자녀가 있으며 저희 쪽이나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에서 소득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건강 검짂을 받지 않는다면 보조금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건강하고 이상이 없으며 취학핛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핚 

조치입니다.  

 

보조금은 자녀가 핚 살, 두 살 그리고 다섯 살에 맞춰 모든 면역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류될 수 있습니다. 면역 접종 요건을 충족하려면, 아이들이 “모든 백신 접종”을 받거나, 

인정되는 접종 따라잡기 스케줄을 짂행하거나, 접종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Income test  
Income test 를 위핚 Family Tax Benefit Part A 는 매년 7월 1일 업데이트됩니다.  

본인 혹은 본인의 파트너가 연금, 수당, 지원금 또는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ervice 

pension 등의 소득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income test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신 income test 정보를 원하시면, humanservices.gov.au/ftb 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Maintenance-income test  

Family Tax Benefit Part A 의 기본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maintenance-income test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본인의 파트너가 자녀 양육비 혹은 배우자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 자격이 있고, 

Family Tax Benefit Part A의 기본 금액 이상을 수령핛 자격이 있는 경우, maintenance-income 

test가 적용됩니다. 본인 혹은 본인의 파트너가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있으며 특정 연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maintenance-income test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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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income test 면제 구간(연간)  

Maintenance-income test 면제 구간 이상의 자녀 양육비 혹은 배우자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Family Tax Benefit Part A 의 기본 금액에 도달핛 때까지 Family Tax Benefit Part 

A에서 달러당 50센트씩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되는 Family Tax Benefit 의 초과지불 방지 혹은 축소를 위해 해당인의 정기 

보조금을 자동으로 조정핛 수 있습니다. 이는 2주 간격의 분핛 수령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됩니다.  

 

최신 maintenance-income test 정보를 원하시면, humanservices.gov.au/ftb 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Maintenance Income Credit  
 

핚 회계 년도 이상 동안 비정기적인 자녀 양육 보조금을 수령 받고 있다면, Maintenance 

Income Credit은 제때에 맞춰 자녀 양육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과 동일핚 Family Tax 

Benefit Part A(분핛 지급)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보장합니다.  

 

Maintenance Income Credit은 오직 Child Support Collect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Maintenance Income Credit 을 통해 자신의 지난 회계 년도 unused Maintenance Income Free 

Area 잔액을 „이월‟핛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 년도에 자녀 양육비 미처리분을 수령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사용핛 수 있는 모든 Maintenance Income Credit 잔액을 이용하여, 해당인의 

Family Tax Benefit Part A 에 끼치는 영향을 줄어들도록 핛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인의 

Family Tax Benefit 보조금이 조정됩니다.  

 

자녀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젂 혼인 관계에서 출생핚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Family Tax Benefit Part A 의 기본 금액 

이상을 수령하려면,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풀타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 심사 혹은 합의를 신청해야 

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Family Tax Benefit Part A 기본 금액 이상을 수령핛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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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는 경우, 아이가 18세가 되면 Family Tax Benefit 이 기본 금액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본인 혹은 본인의 파트너가 다른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핛 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쪽 131 272 번으로 연락하시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녀의 양육을 분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을 분담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Family Tax Benefit 금액에 대핚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Family Tax Benefit Part A에 대핚 더 자세핚 정보: 

- humanservices.gov.au/ftb 방문 

- 핚국어로 통화를 위해 131 202 번으로 젂화, 혹은  

- 서비스 센터 방문  

 

본 정보는 2014 년 6 월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이후에 본 정보 안내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현재 유효핚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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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make a complaint or provide feedback 

Family Tax Benefit Part A (FTB—Part A)  

 
Eligibility  
Family Tax Benefit Part A is a payment to help with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Family Tax 

Benefit Part A is paid for each child. The amount you get is based on your family’s individual 

circumstances.  

 

You may be eligible for Family Tax Benefit Part A if you care for a dependent child who is: 

 aged 0-15 years, or 

 aged 16-19 years, paid until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y turn 19, and: 

o undertaking full-time education or training in an approved course leading towards a 

Year 12 or equivalent qualification 

o with an acceptable study load, or 

o has been granted an exemption from education or training requirements. 

 

You also need to satisfy an income test, meet residence requirements and be caring for the child at 

least 35 per cent of the time. There is no asset test for Family Tax Benefit Part A.  
 

Payment rates  
The amount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you get paid depends on your actual family income, how 

many children you have, and how old they are.  

 

Maximum payment rates  
The maximum amounts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you can get for each child is updated on  

1 July each year.  

 

For more information on payment rates visit humanservices.gov.au/ftb  
 

Base rate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Your payments could be limited to base rate if: 

 you need to apply for a child support assessment and have not done so, or 

 you or your child have been outside Australia for more than six weeks. 

 

For the latest payment rates information visit humanservices.gov.au/ftb or a servi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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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  
You can also get 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 for each child, when your payments have 

been balanced after the end of the financial year. This will happen after you and your partner (if you 

have one) have lodged your tax returns and your income details are confirmed by 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If you or your partner do not need to lodge a tax return, you need to tell us and 

confirm your income for the year. The amount of supplement you receive will depend on your 

family income or circumstances.  
 

If your child is turning four years old and you receive an income support payment from us or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your supplement may be withheld if your child does not get a 

health check to ensure they are healthy, fit and ready to learn when they start school.  

 

The supplement may also be withheld if a child is not fully immunised at age one, two and five. To 

meet the immunisation requirements, children will need to be 'fully immunised', be on a recognised 

immunisation catch up schedule, or have an approved exemption.  
 

Income test  
The income test for Family Tax Benefit Part A is updated on 1 July each year. 

The income test does not apply if you or your partner get an income-support payment, such as a 

pension, benefit, or allowance or a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service pension. 

For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income test visit humanservices.gov.au/ftb or a service centre. 
 

Maintenance-income test  
If you get more than the base rate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a maintenance-income test may 

also apply.  

 

The maintenance-income test applies if you or your partner receives, or is entitled to receive child 

support or spousal maintenance, and you are eligible to get more than the base rate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If you or your partner is permanently blind and on specific pension payments, you 

may be exempt from the maintenance-income test.  
 

Maintenance-income test free areas (per year)  
If you get more child support/spousal maintenance than the maintenance-income test free areas, it 

may reduce your Family Tax Benefit Part A by 50 cents in the dollar, until it reaches the base rate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We may automatically adjust your regular payments to avoid or reduce a projected Family Tax 

Benefit overpayment. This will apply to you if you get your payment in fortnightly instalments.  

 

For the latest maintenance-income test free areas information visit humanservices.gov.au/ftb or a 

servi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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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Income Credit  
If you get irregular child support payments over more than one financial year, the Maintenance 

Income Credit makes sure you receive the same amount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over time) 

as a person who receives their child support payments on time.  

 

The Maintenance Income Credit is only available to Child Support Collect customers.  

 

The Maintenance Income Credit works by allowing you to ‘carry over’ your unused Maintenance 

Income Free Area balance from previous financial years. If you receive child support arrears in a 

later financial year, we can use any available Maintenance Income Credit balance to reduce the 

impact on your Family Tax Benefit Part A, when your Family Tax Benefit entitlements are 

balanced.  
 

What if I’m receiving child support?  

To receive more than the base rate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for a child up to 18 years of age 

from a previous relationship, you or your partner must apply for a child support assessment.  

 

If you have a child who is about to turn 18 and is in full-time secondary education, you must apply 

for your child support assessment or agreement to continue until the last day of the school year to 

receive more than the base rate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You need to do this before your 

child turns 18. 

 

If you do not apply, your Family Tax Benefit will reduce to the base rate once your child turns 18. 

If there is anything that makes it difficult for you or your partner to apply for child support from the 

other parent, or you or your partner are unsure of what to do, you should contact us on 131 272 to 

discuss the situation. 
 

What if I’m sharing the care of my children?  

If you share the care of your child, there are special rules about how much Family Tax Benefit you 

can be paid.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Family Tax Benefit Part A:  

 

- visit humanservices.gov.au/ftb  

- call 131 202 to speak to someone in your language, or  

- visit a service centre.  

 

This information is accurate as at June 2014. If you use this fact sheet after this date, please check 

with us that the details are curr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