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SA는 가족을 위한 주요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금 2021년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세요  

이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미국 내 대부분의 아동과 가구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2021년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세요. 세액 공제는 2021년 7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매월 지급되며 최종 일시금은 내년 세금 정산 때 지급됩니다. 소득이 최대 허용치를 

넘지 않고 2019년 또는 2020년에 세금을 신고한 가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2020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 IRS(미국 국세청)는 2021년 7월 15일부터 소득 적격 가구이자 세금 신고를 마친 

가구의 은행 계좌에 매달 수표를 입금하거나 우편 발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자녀 1인당 월별 수표는 6~17세 사이의 자녀는 1인당 $250, 6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300입니다. 

• 최종 지급액은 내년 세금 정산 때 지급될 것입니다. 총 지급액은 6~17세 사이의 

자녀는 1인당 $3,000, 6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3,600입니다. 

• 저임금으로 인해 2019년 또는 2020년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가구가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 미신고 가구(지난 2년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가구)는 비신고자 등록 툴(Non-

Filer Sign Up Tool)을 통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2020년에 경기부양지원금(재난지원금이라고도 함)을 받았다면 이 포털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액은 가구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연방 혜택 금액(SNAP, WIC, SSI, SSDI, TANF, 메디케이드, 섹션 8 또는 공공 

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이름(사회 보장 카드에 등재된 이름과 동일해야 함).  

✓ 귀하, 귀하의 배우자 및 청구할 자녀(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IRS에서 발급한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 비신고자 등록 툴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한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가 없으신가요? 

지역 CCR&R 또는 주택 프로그램에 문의하여 무료 이메일 주소를 받으세요.)  

✓ 지급액 및 IRS에서 지급과 관련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편 주소. 친구, 친척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예: 쉼터 또는 

공공 임대 주택)의 주소를 지정해도 됩니다. 

https://www.whitehouse.gov/child-tax-credit/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hildtaxcredit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hildtaxcredit


✓ 또는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 번호와 함께 9자리 은행 식별 번호. 

 

신청 방법 

 

• 비신고자 등록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o 2021년 이전에 출생한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o 2020년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o 지난 해의 절반 이상을 미국(50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에 본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장소가 집이 될 수 있으며 과세 

연도 내내 동일한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아파트, 이동식 주택, 쉼터, 

임시 숙박 시설 또는 기타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도 이러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교육, 출장, 휴가, 

군입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비신고자 등록 툴(Non-Filer Sign Up Tool)로 연결되는 이 링크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이 웹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hildtaxcredit. 

• IRS의 단계별 지침을 따르십시오. 

•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려면 Child Tax Credit Non-Filer Sign-up Tool 

FAQs(자녀 세액 공제를 위한 비신고자 등록 툴 FAQ)를 참조하십시오. 

• 계정을 생성하였으면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포함된 이메일을 

찾으십시오.  

• 최신 정보가 있거나 수행해야 할 다음 단계가 있는지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 

주요 정보가 해당 이메일을 통해 귀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childtaxcredit.gov 를 방문하십시오.  

• 신청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지역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지 문의하십시오.  

• 수표가 도착하는 7월부터 12월의 매달 15일 이후에 우편물(또는 은행 계좌)을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문의 

https://www.whitehouse.gov/child-tax-credit/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hildtaxcredit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hildtaxcredit
https://www.irs.gov/pub/irs-pdf/p5538.pdf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tc.faqs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ctc.faqs
http://www.childtaxcredit.gov/
https://www.whitehouse.gov/child-tax-cr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