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는 COVID 기간에 가계를 돕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를 변경했습니다. 가계에서는 
2021년 환급성 세액 공제의 절반을 월별 지급액으로 받고 2022년에 나머지 반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돌려 드립니다
자녀 세액 공제 지급이 2021년 7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만 전액 받고 싶습니까? 선급금을 원치 않을 경우 국세청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irs.gov)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자녀 연령

월별 지급액 
(2021년 7월-12월)

일시 지급 
(2022 세금 환급)

0–5 자녀 1인당 최대 $300 자녀 1인당 최대 $1,800

6–17 자녀 1인당 최대 $250 자녀 1인당 최대 $1,500

중요:

	� 자녀에게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SSN도 되고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도 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조정 총소득(AGI)이 최대 $75,000(1인 가구 소득자) 또는 $150,000(공동 신고 소득자)일 경우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수령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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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야하는 돈이 없어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옥 상태이거나 집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은행 계좌에 직접 예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 신고를 했거나 IRS 소득 
신고 미대상자 도구를 이용한 경우

AGI가 $12,400(단일 신고 소득자) 또는 
$24,800(공동 신고 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무런 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NYC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NYC Free Tax Prep)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아래 참조.

옵션 1: IRS 자녀 세액공제 미제출자 등록 도구 
(irs.gov)를 이용합니다.

옵션 2: NYC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NYC Free 
Tax Prep)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아래 참조.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를 조심하세요. IRS에서는 부양지원금 
수령을 위해 요금 납부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선지급금을 받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 세금 신고 

뉴욕시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Free 
Tax Prep)의 IRS 공인 VITA/TCE 자원 
봉사자가 돈 받는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 
서비스는 연중 제공됩니다.

추가 정보 또는 예약:
 � 311으로 전화해 "세금 신고"라고 말씀하세요
 � nyc.gov/taxprep를 방문하세요

무료 재무 상담
세금  신고  전에…

은행 계좌가 없다면 NYC Financial 
Empowerment Center 변호사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 
드립니다.

상담 예약:
 � 311로 전화해 “재정 상담”이라고 말씀하세요
 � nyc.gov/TalkMoney를 방문하세요

2019년 또는 2020년에 세금을 신고해야 했으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non-filer-sign-up-t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