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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 세액 공제의 선지급 지원금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젂히 2021 자녀 세액 공제의 선지원금에 적격읹 수 있는 경욪가 

있습니다. 자신이 적격인지 알아보고 , 자신의 지원금읁 등록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따르세요 . 

모든 

자녀 세액 공제의 선 지원금은 얼마읹까? 

지원금 액수는 소득과 2021 년 말에 적격 자녀의 나이에 다음과 같이 기초합니다. 

•	 6 세 미만의 적격 자녀 각각에 대해 매달 최대 $300 

•	 6 세에서 17 세 사이에 자녀 각각에 대해 최대 $250 

자격 조건은? 

2021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는 미국에서 해당 연도의 반년 이상 주 거주지를 갖고 있었으며 적격 자녀가 있는 적격 가족에게 7월 

부터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와 경제 충격 지원금 비 신고 가입 도구는 납세자가 2020년 적격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자녀가 2020년에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 시킨다면, 2020 자녀 세액 공제를 위한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됩니다. 

1.	 자녀는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형제 ,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 혹은 이들의
 

부양가족(예를 들어 손자녀, 질녀, 조카) 입니다.
 

2.	 자녀는 2020년 말에 17세 미만이었습니다 . 

3.	 자녀가 2020년에 자신의 부양을 위해 반 이상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4.	 자녀는 2020년의 반 이상 납세자와 동거했습니다. 

5.	 자녀는 납세자의 소득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부양 가족으로서 누군가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01을 참조하세요 . 

6.	 자녀는 과세 연도에 공동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혹은 납부한 원천 소득세 혹은 추정세의 환급만을 신청할 목적으로만 

소득 신고를 합니다). 

7.	 자녀는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거주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조하세요.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와 경제 충격 지원금은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SN)를 가진 2020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 자녀에 

각각에 대해 지급될 것입니다. 

2020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격 여부 도우미 (영어) 도구를 IRS.gov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금과 경제 충격 지원금읁 어떻게 밙읁 수 있읁까요? 

2019 혹은 2020 소득 신고를 했거나 혹은 경제 충격 지원금을 위한 2020 비신고자(Non-Filer) 도구를 사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와 경제 충격 지원금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 일반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지만 적격인 사람들은 조처를 해야 합니다. 

2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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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녀 세액 공제와 경제 충격 지원금을 위한 비신고 등록 도구는 2019년 혹은 2020 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작년에 경제 충격 지원금 등록 시에 국세청의 비신고자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2019년 

소득신고를 했거나 국세청 비신고자 도구를 작년에 사용했지만 2020년에 그들의 부양 가족을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령 거주자는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위해 인튜이트가 개발한 신고자 가입 도구는 무료 파일 연합에 

참여를 통해 배포됩니다. 

다음의 경우 2021년 이전에 태어난 적격 자녀를 신고하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세요. 

• 2020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 주요 거주지가 미국이며 반년 이상 살았던 경우. 

지난 해의 국세청 비 신고자 도구의 업데이트인 비신고 등록 도구를 통해 또한 납세자와 납세자의 17세 미만 적격 자녀, 납세자의 

직접 계좌 이체 은행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국세청은 빠르고 쉽게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을 당좌 예금이나 

저축 예금으로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제 충격 지원금의 총액을 받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2020 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 2020 회복 환급 세액 공제 신청을 원하고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이 도구는 보통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적격 개인들이 3차 경제 충격 지원금(혹은 경기 부양 지원금) $1,400 를 받기 위한 등록과 

처음 두 회차의 경제 충격 지원금을 놓친 것에 대해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또한 납세자가 제출한 당좌 계좌 혹은 저축 계좌로 지급됩니다. 

해당 비 신고자 가입 도구는 2020 소득 신고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 납세자가 2020 소득 

신고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하거나, 다른 환급 공제에 적격이라면, 

모두 

국세청의 대화형 세금 지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를 해야만 할까요?(영어) -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3 | 2021년 6월 

https://www.irs.gov/help/ita/do-i-need-to-file-a-tax-return


   

 

 

 

  

        

 

        

    

 

       

      

      

      

 

         

          

       

       

        

       

        

 

 
 
 
 
 
 
 
 
 
 
 
 
 
 
 
 

 
 

    

 

 

   

 

        

    

       

   

      

    

   

    

  

       

       

    

   

   

시작하기 젂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확하게  사회  보장  카드에  나타난  성명 

✓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세자와  납세자가  신청한  

부양가족의  사회  보장  번호  혹은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 비신고  등록  도구에  납세자의  계정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이메일  주소 

✓ 지원금  수령  혹은  국세청이  지원금  관련  우편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우편  주소 

직접 계좌 이체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은행 정보(은행 식별 

번호와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신분 보호 개인 식별 번호(IP PIN) 를 

과거에 보냈다면,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IP PIN 이 

필요합니다. IP PIN 을 잊어버렸다면 , 신분 번호 개인 식별 번호 

받기도구를 사용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신분증 양식 중 하나를 갖고 있다면 납세자의 운젂 

면허, 혹은 주 신분증 정보를 위한 기입 란이 비 신고자 가입 

도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여 소득 신고를 입증하도록 합니다. 소득 신고 

입증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운전 면허나 주 

신분증은 이 도구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비신고 등록 

도구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구 주소가 있어야 핝까요? 

영구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에  예를  들어  

노숙자의  경우라면, 친구, 친척, 보호소, 노숙자  쉼터, 전환적  

주거  제공  프로그램  등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주소의  

목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  환급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없다면, 수표  및  직불  카드를  이  주소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습니까? 

직접 계좌 이체를 받을 은행 계좌가 없다면, 다음의 옵션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전  가능한  선불  직불  카드  혹은  은행  식별  번호  및  

계좌  번호가  있는  모바일  지원  앱은  

선택사항입니다. 발급자에게  문의하여  자신이  

올바른  은행  식별  번호와  계좌  번호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	 근처에 연방 예금 보험 공사(FDIC) 보증 은행을 

찾기 위한 뱅크파인드(BankFind)( 영어)도구를 

포함한 연방 예금 보험 공사(영어) 웹사이트. 

•	 온라인으로 계좌 열기: 

o	 뱅크온(BankOn)(영어) 

o	 미국 은행 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영어) 

o	 전미 독립 지역 은행가 협회(ICBA)( 영어) 

o	 전미 신용 협동 조합 협회(영어) 

o	 재향 군인 지원금융 

프로그램(VBBP)(영어)는 참여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 2021년 6월 

https://www.irs.gov/ko/identity-theft-fraud-scams/get-an-identity-protection-pin
https://banks.data.fdic.gov/bankfind-suite/bankfind
https://www.fdic.gov/
https://joinbankon.org/
https://www.aba.com/
https://www.icba.org/
https://www.ncua.gov/
https://www.benefits.va.gov/benefits/banking.asp


   

 

 

 

 

           

 

    
 

            

     

  

 
 

 

시작  하기! 
 

IRS.gov 에서 시작하기 IRS.gov 홈페이지로부터,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에 관한 답하기"를 선택하세요. 


납세자는 “2021 년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비신고자 섹션에서, “Enter Your 

Information( 납세자 정보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하세요. 

5 | 2021년 6월 



   

 

 

 

               

      

 

       
 

         

    

 

              

              

               

             

              

     

납세자가 비신고 등록 도구를 사용핝 수 있다는 것읁 확인하세요 . 주의깊게 화면 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세요. 확인되었다면, “Get Started( 시작하기 )”를 클릭하세요. 

계정 생성. 개인 내역서를 확인하세요 . 다음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 납세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원한다면,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 

휴대 전화 번호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 신고자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권장 사항입니다 . 휴대 전화 

번호는 도구를 사용할 때 납세자의 안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휴대 전화 번호로 국세청에 개인의 환급을 위한 

간소화 소득 신고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납세자가 안전하게 휴대 전화로 코드를 

보내는 다중 인증을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다른 방안을 제공합니다. 휴대 전화번호가 

없다면, 잊어버린 비밀 번호를 찾기 위해 계정에 접근할 때 혹은 새로운 계정으로부터 접근할 때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 

6 | 2021년 6월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로 여섯 자리 인증 코드를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을 수 없다면, 

해당 박스의 체크를 취소합니다.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Create Account( 계정 생성)"을 클릭하세요 . 

이미 계정을 생성하였다면, 도구로 돌아가, 필요하다면 “sign in(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 나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7 | 2021년 6월 



   

 

 

           

     

 

 

 

           

             

      

 

           

         

        

       

 

 

 

 

전화 번호를 “계정 생성하기” 화면에서 입력했다면, 6자리 코드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전화를 

확인하세요"가 나타나는 화면에 코드를 입력하세요. 

(555) 555-5555 

계정 확인. 이 화면에서는 납세자가 성공적으로 계정을 생성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원한다면, 이 화면은 프린트 

할 수 있으며 기록을 위해 비밀 번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기(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customer_service@freefilefillableforms.com 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간소화 소득 신고를 전자 신고로 하기 전에, 이 문자를 

통해 이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이후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이 페이지 어디에서든 “Continue( 계속하기)"를 선택하세요. “1 단계(Step 1)” 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납세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금을 위해 등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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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페이지: 세금  양식읁  작성하세요 .  

2020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도구는 간소화된 2020 소득 신고를 생성합니다 . 이로써 납세를를 자녀 세액 공제 

선지급에 등록합니다. 

이 페이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납세자의  신고  지위를  선택하기(미혼  신고  혹은  부부  공동  신고). 2020 년  말  기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세요. 

경고: 2020년  말  기혼인  경우, 비신고  등록  도구는  가입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이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정보를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2020 년  말  기혼이며  배우자가  자신과  

함께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반드시  다른  옵션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IRS.gov/filing/e-file-options 를  방문하세요.  

✓ 사회  보장  번호  (그리고  “부부  공동  신고를  선택하였다면  배우자의  사회  보장  번호), 그리고  현재  주소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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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 누군가  자신  혹은  자신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면  박스에  체크하세요. 

✓ 2021년  이전에  태어난  모든  부양가족의  이름, 그들의  사회  보장  번호, 개인의  납세자  식별  번호  혹은  

국세청이  발급한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를  입력합니다. 네  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Add( 추가)” 

박스를  클릭하여  더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납세자의  부양가족  모두의  신분  보호  개인  식별  번호(IP PIN) 를  보냈다면, 해당  IP PIN 을  부양  

가족을  위한  적절한  위치에  입력하세요.  

✓ 납세자  자녀가  2020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라면  ‘Qualitifies  for CTC(CTC 에  적격)’  란에  체크하세요 . 

적격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페이지의  위쪽에  물음표를  클릭하세요.  

이 페이지의 하단에: 

✓ “회복  환급  세액  공제” 부분에서  설명서에  작업표를  사용한  결과에  기초하여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는  회복  

환급  세액  공제의  액수를  입력하세요.   

✓ 지원금을  직접  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싶다면  은행  정보를  작성하세요 . 납세자는  또한  은행  앱을  

사용하거나  충전  가능한  직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올바른  은행  식별  번호와  계좌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자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이  번호는  카드  위에  나타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은행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지원금을  수표  혹은  선불형  직불  카드로  우편을  통해  

위에  입력한  주소로  보냅니다.  

 

✓ 은행  식별  번호와  계좌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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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  배우자의  신분  보호  개인  식별  번호(IP PIN) 를  입력하세요 . 

“2단계로 계속하기"선택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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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페이지: 세금 양식읁 젂자신고로 하기 위한 증명 및 서명: 

자녀 세액 공제의 선지급에 등록하기 위해 간소화된 2020 소득 신고서를 생성했기 때문에, 납세자는 반드시 소득 

신고서에 사인한 후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은 소득 신고서에서 2019 조정 총소득(AGI) 를 요청합니다 . 

지난 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 지난해 AGI 란에 “0” 을 입력하세요 . 납세자가 국세청의 지난 해 비신고자 도구를 

사용했다면, 지난해 AGI 를 위해 “1” 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세요. 이 섹션에서는 다섯 자리의 핀 

번호를 생성하여 소득 신고에 전자 서명하고, 생일을 입력하고 , 가지고 있는 주민증 형태에 따라 운전 면허 혹은 주 

발급 ID를 입력합니다. 

12 | 2021년 6월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계정을 생성할 때 이메일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이메일 주소를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메일 

계정에서 customer_service@freefilefillableforms.com 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찾아보세요. 

메시지의 지시 사항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세요. 비신고자 가입 도구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인증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2단계 페이지의 하단에 “Update Your Account( 계정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가 인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를 클릭하여 비신고자 가입 도구로 돌아갑니다. 

2단계 페이지의 하단에 “Continue to E-File( 전자 신고 계속하기 )”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계속하기”를 클릭 후에, 팝업 창에서 공개 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동의한다면 박스를 체크하세요. 해당 정보를 검토하고 싶다면, “Back to 

Forms( 양식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세요.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면, “File Now( 지금 

제출하세요)”를 클릭하세요. 

등록 후 

신뢰할 수 있는 국세청 협력 업체인 Free File FIllable Form( 무료 신고 작성 양식)의 고객 서비스에서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메일로 납세자의 정보를 성공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통보하거나 문제가 있을 알려주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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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도서관의 컴퓨터, 혹은 그밖의 공유 컴퓨터 등 공공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로그아웃하고 완전히 비 신고자 

가입 도구 브라우저를 완전하게 닫았는지를 확인하고 컴퓨터를 떠나야 합니다. 

지원금 밙기 

국세청은 자격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금액을 계산하고 지원금을 은행 계좌 혹은 제출한 주소로 

보냅니다.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은 7월부터 2021 년 12월까지 발급됩니다. 2020 회복 환급 세액 

공제와 경제 충격 지원금에 적격이라면 , 국세청이 이 도구에서 등록을 처리한 후에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혹은 공제 상황 확인 

귀하의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 향후 몇 달 후에 국세청은 IRS./gov 에 도구를 제공하여 지원금을 관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2주 이내에 IRS.gov 에 내 지원금 받기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 충격 지원금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예정되면, “지원금 지급 상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Paymemt Status Not 

Availlable)"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 

귀하의  회복  홖급  세액  공제: 납세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모든  환급금을  포함하여, 회복  환급  세액  공제의  지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IRS.gov 에  “나의  환급금  조회하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800-829-1954 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 

•	 해당 공제, 유용한 도구에 대한 질의 응답 그리고 정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RS.gov 의 2021 년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경제 충격 지원금 자격, 회복 환급 세액 공제 등에 대한 정보를 위한경제 충격 지원금(영어) 페이지. 

비 신고자 가입 도구 내에 자주 묻는 질문(영어) 자체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 이
 

FAQ(자주 묻는 질문)을 왼쪽 자료(Resource) 메뉴에서 찾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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