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2021자녀 세액공제 
잔액을 수령하세요. 

IRS.gov/childtaxcredit2021 

많은 가정에서 추정 2021 자녀 세액공제의 최대 반을 지난해 선급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세액공제의 잔액을 받기 위한 세 단계입니다. 

1단계: 서한6419검토 

•  귀하가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수령했다면 이 서한을 
2022년1월에 받았을 것입니다. 

•  이 서한은 귀하가 받은 선급금의 
액수를 보여주고 지원금에 대한 
적격 자녀의 수를 보여줍니다. 

•  귀하 혹은 귀하의 세금 대리인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세액공제의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이 서한을 
잃어버렸다면, 귀하의 정보를 
국세청의 CT C 업데이트 혹은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2021자녀 세액공제의 
잔액신청하기 

• 귀하가 적격이라면, 귀하의 2021 
년 연방 세금 신고서 제출과 자녀 
세액공제신청을 합니다. 

• 환급을 수령하려면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귀하의 은행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3단계: 수령하기! 

• 신고서를 제출한 후, IRS.gov의 내 
환급금 어디있나요? 툴 혹은 모바일 
앱 IRS2Go를 사용하여 귀하의 
환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전자 제출한 후24시간 
이내에 혹은 신고서를 메일로 보낸 
후 4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에 업데이트들은 매일, 
일상적으로,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귀하는 
사회 보장 번호, 납세자 구분, 그리고 
귀하의 정확한 전체 환급 액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정보 

»  세금 신고서 제출은 귀하의 2021 자녀 세액공제의 잔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직접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전자 제출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 무료 신고 혹은 자원봉사 세무 대리 사이트를 통한 무료 전자 제출에 적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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