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arenting Payment 

Parenting Payment 는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양육 비용을 

보조합니다.   

Parenting Payment 수혜 자격 

Parenting Payment 는 해당 자녀의 주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오직 한 명의 부모 혹은 

보호자만이 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부모나 조부모 또는 양육 

보호자로서 Parenting Payment 수혜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부모로서 8 세 미만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고 6 세 미만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해당 경우)의 소득과 자산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시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Parenting Payment 지급 금액 

수령하는 Parenting Payment 금액은 본인의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매년 3 월 

20 일과 9 월 20 일에 갱신됩니다. 최신 요율은 

humanservices.gov.au/parentingpayment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enting Payment 소득 및 자산 심사  

수령하는 Parenting Payment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해당 경우) 양쪽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부분 또는 전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소유물은 모두 자산에 해당합니다. 호주 

이외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도 포함됩니다. 

소득과 자산 심사 요율은 매년 3 월 20 일과 7 월 1 일 및 9 월 20 일에 갱신됩니다. 최신 

요율에 대해서는 humanservices.gov.au/parentingpayment 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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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Parenting Payment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umanservices.gov.au/parentingpaymen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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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service centre 방문 

PARENTING PAY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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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Parenting Payment 
Parenting Payment is income support for parents or guardians to help with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Eligibility for Parenting Payment 
Parenting Payment is paid to the principal carer of a child. Only one parent or guardian can receive 
the payment. You may qualify for Parenting Payment as a parent, grandparent, or foster carer, if: 

• you are single and care for at least one child aged less than eight, or 
• you have a partner and care for at least one child aged less than six, and 
• the income and assets of both you and your partner (if you have one) are below certain 

amounts, and 
• you meet residence requirements, and 
• you are able to meet participation requirements if needed. 

Payment rates for Parenting Payment 
The amount of Parenting Payment you get depends on your family situation. The rates are 
updated on 20 March and 20 September each year. For the latest rates visit 
humanservices.gov.au/parentingpayment 

Income and assets tests for Parenting Payment 
The amount of Parenting Payment you get depends on the income and assets of both you and 
your partner (if you have one).  

An asset is any property or possession you own either partly or wholly. It includes assets held 
outside Australia and debts owing to you.  

The income and assets tests are updated on 20 March, 1 July and 20 September each year. For the 
latest rates visit humanservices.gov.au/parentingpayment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Parenting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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