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회복 환급 세액공제에 적격인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으로 이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놓친 3차  
지원금은 2021세금 신고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전액을 받은 개인은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gov/rrc

❯ 1차 또는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적격이나 받지  
못했거나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던 사람은  
2020 회복 환급 세액공제 신청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자격 요건은 3차  
경제 충격 지원금과 동일하지만 청구 성격과  
공제 금액은 개인의 2021 과세 연도 정보와  
동일합니다.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는  
2021년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개인의 세금 환급에 포함되거나 금융 계좌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완전하고 정확한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전자 제출하여  
소프트웨어가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계산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은  
2021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수령한 3차 지원금의 액수가 필요합니다.  

	■ 개인은 온라인 계정에 안전하게 접속하여  
자신의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자신의 세금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2022년 1월 후반부터 국세청은 서신 6475를  
파일에 있는 주소로 보내어 2021 과세 연도에  
수령한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의 총액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2020 회복 환급 세액공제 

다음의 경우라면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전액을  
받은 것입니다.

❯ 지원금은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적격 개인에  
대해 1,400 달러(부부 공동 제출이며 부부 모두 유효한  
SSN을 갖고 있거나 한 명의 배우자가 유효한 SSN을  
갖고 있고 과세 연도의 언제라도 한 명의 배우자가 미군  
소속인 경우 2,800 달러) 이며 추가로 

❯ 유효한 SSN을 가졌거나 IRS가 발급한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ATIN)가 있는 적격 부양가족 일인당 1400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2021 세금 신고서에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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