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사용자 안내 :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본 사용자 안내서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해 알기 
• 자신의 자녀 세액공제 자격 확인하기 
• 국세청의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다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 선급금을 받기 위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기 
o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철회하기 
o 직접 계좌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 수정 혹은 제출하기 
o 지급 상황 확인하기 
o 우편 주소 업데이트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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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구제 계획법은 2021 년 자녀 세액 공제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액은 더 커지고 완전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공제 선급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용자 안내는 이 지원금에 대해 알려줄 수 있고 국세청 도구를 

사용하여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정보와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 몇 가지. 

•	 IRS.gov 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공식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공제와 선급금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IRS.gov/childtaxcredit2021, 에 특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2021 페이지를 생성하였습니다 . 웹페이지의 자녀 세액 공제와 관련된 도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세금 신고서를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원금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 

그들은 IRS.gov 에 미제출자 등록 도구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행물 5538, 자녀 

세액 공제와 경제 충격 지원금 미제출자 등록 도구 사용을 위한 단계별 안내 (영어), 는 

사람들이 미제출자 가입 도구를 통해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경제 충격 지원금과 회복 환급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에 

수천 달러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간행물 5538 은 또한 스페인어 , 중국어 -간체, 한국어 , 

베트남어, 러시아어 , 아이티 프랑스어로 제공됩니다 . 

미제출자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기 위해 미제출자 가입 툴을 통해 등록 

되고 지원금에 적격이라는 것이 확인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일단 등록이 되면 

미제출자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추가 기능이 포털에 추가되면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사기를 조심하세요 . 국세청은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알기 위해 이메일 , 문자 메시지 , 

소셜 미디어로 처음 연락하지 않습니다 . 현금 혹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려고 하는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조심하고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 경제 충격 지원금, 혹은 기타 

세금을 주제로 하는 사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이런 사기를 신고하세요 . 

2021년 9월 2일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non-filer-sign-up-tool
https://www.irs.gov/pub/irs-pdf/p5538.pdf
https://www.irs.gov/pub/irs-pdf/p5538.pdf
https://www.irs.gov/pub/irs-pdf/p5538sp.pdf
https://www.irs.gov/pub/irs-pdf/p5538zhs.pdf
https://www.irs.gov/pub/irs-pdf/p5538ko.pdf
https://www.irs.gov/pub/irs-pdf/p5538vie.pdf
https://www.irs.gov/pub/irs-pdf/p5538ru.pdf
https://www.irs.gov/pub/irs-pdf/p5538ht.pdf
https://www.irs.gov/ko/privacy-disclosure/report-phishing


   

이 안내서에서 ... 

2021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이  무엇일까요?  4페이지  

자격이  되는  사람은?  4페이지  

2021 년  자녀  세액공제를  위해  적격인  자녀는?  4페이지  

어떻게  지원금을  계산할까요 ?  5페이지  

언제  어디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페이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원하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페이지  

도움이  되는  자료  6페이지  

표: 어떤  온라인  도구를  제가  사용할까요 ?  7페이지  

납세자의  자녀  세액공제  관리를  돕는  

국세청  툴  사용하기  8페이지  

자녀  세액공제  자격  지원  8페이지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9페이지  

등록하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10페이지  

철회  12페이지  

직접  계좌이체  정보  관리  16페이지  

지원금  상황  확인하기  20페이지  

우편  주소  추가  혹은  업데이트하기  22페이지  

IRS.gov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  26페이지  

2021년 9월 3일 



   

 

 

    
           

   

    
            

          

      

        

             

          

            

  

           

            

         

           

    

            

    

      

     

             

         

       

           

           

 

        

             

  

            

2021 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2021 년7월에서 12월까지 많은 가정에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녀 세액공제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무엇일까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납세자가 2022 년 세금 신고 제출 기간에 2021 년 세금 신고서에
 
적법하게 신청한 자녀 세액공제의 추정 액수의 50% 를 국세청으로부터 선지급 받는
 
것입니다. 이 월별 지원금은 7월에 시작하여 2021 년12월까지 지급됩니다 .
 

자격이  되는  사람은 ?
  
납세자가 적격 자녀가 있다면 세액 공제 선급금에 적격입니다 .
 

또한 납세자 -혹은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 —가 반드시 50개 주 중 한 곳,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반년 이상 주요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이기 위해 소득, 직업 혹은 영구적 주소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는 납세자가 정기적으로 살고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는 집, 아파트, 이동 가옥, 쉼터, 일시적인 숙박 등 장소가 될 수 있고 과세 연도
 
동안에 같은 물리적 장소일 필요가 없습니다 .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병, 교육, 사업, 휴가 혹은
 
군복무를 이유로 자신의 주요 거주지를 떠나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자신의 주요
 
거주지에 살았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1자녀  세액공제를  위해  적격  자녀는  누구일까? 
  
과세 연도 2021 년의 경우 적격 자녀는 2022 년1월1일 전에 18세가 되지 않은 개인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개인은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자녀 , 적격 입양 자녀,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 이복자매 , 혹은 자손(예를 들어, 손자녀 , 질녀, 조카)이 됩니다 . 

2.	 해당 개인은 2021 년 동안 자신의 부양에 드는 비용의 1/2 보다 많이 제공하지 않았다. 

3.	 해당 개인은 2021 년의 반 이상 납세자와 함께 살았다. 

4.	 개인은 납세자의 부양 가족으로서 적법하게 신청됩니다 . 

5.	 해당 개인은 2021 년에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하지 않습니다 . 혹은 원천 
징수된 세금의 혹은 납부된 추정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때만 공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6.	 개인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혹은 미국 영주 체류자였습니다 . 

자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2021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선급금 자주 묻는 질문 
에서 제공됩니다 . 

•	 주제 B: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과 2021 자녀 세액 공제의 자격 

2021년 9월 4일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b-eligibility-fo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and-the-2021-child-tax-credit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b-eligibility-fo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and-the-2021-child-tax-credit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선급금은 2022 년 세금 신고서 제출 기간에 2021 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한 자녀 세액 공제
 
추정액에 기초하여 자동으로 계산되고 지불됩니다 .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처리된 2020 세금 신고서에 정보에 기초하여 납세자의 2021 자녀 세액
 
공제를 추정합니다 .
 

만약 국세청에서 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 액수를 결정할 때 납세자의 2020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2019 세금 신고서 혹은 2020 년IRS.gov 에 미제출자 도구에 입력한 정보에
 
나타나는 정보를 사용합니다 . 일단 국세청이 2020 신고서 처리를 하면,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그리고 남아 있는 월별 지원금을 조정합니다 .
 

2021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을 받기 원치 않는 적격 납세자는 본 사용자 안내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지원금 수령을 철회하려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을 사용하여 선급금 수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2021 년 과세 연도에 자녀 세액 공제 신청 적격 가족은 다음을 받게 됩니다.
 
• 2021 년 말에6세에서 17세 사이에 적격 자녀당 $3,000 까지 
• 2021 년 말에6세 미만 적격 자녀 당 $3,600 까지. 

선급금 총액은 자녀 세액 공제의50% 가 최대 입니다 . 

이는 적격 가족은6세 미만 각 자녀를 위해 매달 $300 까지 선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6세 이상 
자녀를 위해서는 매달 $25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공제는 수정 조정 총소득이 아래와 같은 
납세자에게 가능합니다 . 
• 미혼 제출자로 그리고 부부 개별 제출의 경우 $75,000 이하 

• 세대주의 경우 $112,500 이하, 그리고 

• 부부 공동 제출, 적격 미망인 그리고 홀아비의 경우 $150,000 이하. 

이 소득액 이상, 자녀 세액 공제는 2021 년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 에 기초하여 두 개의 다른 
단계에 따라 줄어 듭니다 . 지원금 계산과 경감에 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2021 자녀 세액 
공제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 

•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 
• 주제 D: 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 계산 

언제  어디에서  지원금을  받나요?
  
2021 자녀 세액 공제의 선급금은 반년 이상 주요 거주지가 미국이었던 적격 납세자에게
 
7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
 

국세청은 자녀 세액 선급금을 7월 15일, 8 월 13일, 9 월 15일, 10 월 15일, 11 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에
 
지급할 것입니다 . 만약 국세청이 납세자의 은행 정보를 갖고 있다면 , 납세자의 지원금은 직접 계좌이체로
 
지급될 것입니다 .
 

2021년 9월 5일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c-calculation-of-the-2021-child-tax-credit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d-calculation-of-advance-child-tax-credit-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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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의 출처로부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은행 계좌 정보를 사용합니다 . 
o 납세자의 2020 세금 신고서 

o 납세자의2019 세금 신고서 , 여기에는 2020 년 IRS.gov 의 미제출자 도구에 납세자가
 
입력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o ‘2020 나의 지원금 받기’에 입력한 정보 

o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 보장국 , 보훈부 , 철도 퇴직 위원회 등 연방 기관. 

만약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직접 계좌 이체할 은행 계좌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우편으로 지급됩니다 . 

은행 계좌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 , “ 납세자의 선급금 직접 계좌이체 관리를 위한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 섹션에서 본 안내서의 이후에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세요 . 

제가 자녀 세액 고제 선급금을 원치 않거나 적격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은 사람들이 선급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급금을 받는 
대신, 일부 가정에서는 연도 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2021 년 소득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환급으로 총 공제를 받기를 선호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 포털은 매달 받는 지원금을 받는 것을 
가정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철회 기능은 또한 2021 년 신고서 제출 때 더 이상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 아니거나 그들이 
적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 
•	 2021 년 소득이 공제에 대해 납세자가 적격이기에 너무 높은 경우. 

•	 다른 사람(예를 들면, 이전 배우자 혹은 또 다른 가족 구성원 )이 납세자의 자녀 혹은 자녀들을 
2021 년에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는데 적격인 경우. 

•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가 2021 년의 반 이상 동안 국외였던 경우. 

선급금을 철회하기 위해, 이 사용자 안내서에 후반에 “필요하다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를 사용하여 철회하기”섹션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 . 

유용한 자료 

•	 2021 년 자녀 세액공제 페이지는 영어, 영어, 스페인 , 중국어-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러시아어 , 베트남어 and 아이티 프랑스어 . 로 제공됩니다 . 이 페이지에 
접속하는 간단한 방법은다음과 같습니다 . 

o	 irs.gov/childtaxcredit2021 방문하기 
o	 IRS.gov 를 방문하여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확인하기 (Get Details on 

the Advance Child Tax Credit)” 를 클릭하세요 . 
o	 QR코드 중 하나를 이동 기기의 카메라로 스캔하세요 . 

영어: 스페인어: 

2021년 9월 6일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http://www.irs.gov/childtaxcredit2021
http://www.irs.gov/childtaxcredit2021
https://www.irs.gov/es/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zh-hans/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zh-hant/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ru/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vi/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ht/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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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질문과 대답 

• 자녀 세액공제 자원 및 안내서: irs.gov/CTCresources ( 영어)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선급금: 어떤 온라인 툴을 사용해야 할까요? 

납세자가 ... 를 필요로 한다면 이 도구를 사용하세요 .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세요 . 

선불 자녀 세액공제 자격 도우미 는 납세자가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선급금에 
적격인지 확인하는 것을 돕습니다 .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세금 신고서를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 (영어) 

라면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선급금을 위해 등록하세요 . 

자녀 세액공제 미제출자 등록 도구 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자녀 세액공제 , 회복 환급 세액공제 , 그리고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간소화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기 전에 
납세자의 신분을 인증하세요 .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를 방문하여 “선급금 
관리하기 Manage Advance Payments” 를 클릭하세요. 만약 새로운 사용자라면 , 
납세자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ID.me 계정을 생성하고자신의 신분을 인증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기존의 국세청 계정을 갖고 있다면, Secure Access 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다중 인증(MFA) 절차의 일환으로 보안 
코드를 사용합니다 . 만약 납세자가 주정부 혹은 연방 기관의 기존의 ID.me 계정을 
갖고 있다면, 이메일과 비밀 번호를 사용하고 MFA 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 
ID.me 는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선급금 
철회하기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를 사용하여 다음의 경우에 자동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전체 공제를 신청하기를 선호하는 경우, 

혹은 
• 2021년에 상황 변경으로 자신이 적격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은행 계좌 정보 
관리하기 

국세청은 2020 년 혹은 2019 년 세금 신고서에 납세자가 제출한 은행 계좌로 혹은 
납세자가 사회 보장, 재향군인 혹은 철도 종업원 퇴직수당을 받는 계좌 등 연방 
정부가 알고 있는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직접 계좌이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편으로 수표를 지급합니다 . 납세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를 
사용하세요 . 

납세자의 지원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 

지원금 지급 후에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도구가 납세자의 지원금 
날짜와 액수를 알려주거나 납세자의 지원금이 반송되거나 다시 
지급되었다면 알려 드립니다 .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하세요 .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우편 주소를 제출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지원금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을 보고하세요 . 

초가을부터 ,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사용하여 납세자의 지원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 적격 자녀의 수 
• 결혼 상태 
• 소득 
• 양육권 합의 

2021 년에 납세자의 상황이 변했다면, 위의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7일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irs.gov/CTCresources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eligibility-assistant
https://www.irs.gov/help/ita/do-i-need-to-file-a-tax-return
https://www.irs.gov/help/ita/do-i-need-to-file-a-tax-return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non-filer-sign-up-too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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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관리를 돕는 국세청 도구 사용하기 

자녀 세액공제 적격 도우미를 사용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단계는 선택사항이지만 , 자녀 세액공제 자격 도우미 자녀 세액공제 자격 도우미는 납세자가 공제 혹은 
선급금에 적격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도구에 연속되는 질문에 대답하여 
납세자는 예비로 자신이 공제와 지원금에 적격인지 확인할 수 잇습니다 . 납세자가 현재 일하고 있지 않거나 
2020 년에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도우미는 또한 
스페인어 로 제공됩니다 . 

자격 확인 도우미를 사용하기 위해 납세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	 2020 년에 신고된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혹은 2020 년에 제출 하지 않았다면 , 납세자의 

2019 세금 신고서 . 
•	 납세자가 신고서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납세자 구분과 자신이 신청한 적격
 

자녀의 수를 알고 있다면 , 납세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로 총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다음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
 
•	 W-2와1099s 등의 소득 증명서 
•	 납세자의 소득에 비용 혹은 조정 액수 

자녀 세액 공제 자격 확인 도우미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식별 정보(PII) 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 이 결과들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 

질문에 답이 정확하다면 결과는 신뢰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결과는 예비적인 것으로
 
고려하세요 . 사용자가 제출한 답이나 결과 모두 국세청이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
 

만약 자격 확인 도우미가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선급금에 대해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	 납세자가 소득, 출산, 입양 등에 변경사항으로 2021 년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여전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에 이후에 수정으로 납세자가 
소득과 적격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선급금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납세자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과 자녀 세액공제를 2021 년 세금 
신고서에 일치 시킬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자동으로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이 납세자의 가장 최신 신고서 혹은 지난해 
경제 충격 지원금을 위한 미제출자 도구에서 국세청이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동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자동으로 등록되었지만 더이상 적격이 아니라면 , 납세자는 
선급금 수령 등록 취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여부 도우미가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납세자가 적격이라고
 
결정했다면 ,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선급금 수령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원한다면 선급금을 철회하고 , 주소 혹은 은행 계좌 정보를 관리하거나
 
납세자의 지원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2021년 9월 8일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eligibility-assistant
https://www.irs.gov/es/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eligibility-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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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사용하기 

IRS.gov 방문하여 시작하기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에 관련된 국세청 도구를 irs.gov/childtaxcredit2021 혹은 IRS.gov 를 방문하여 
홈페이지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Get Details on the Advance Child Tax Credit)” 

박스를 클릭합니다 . 

“지원금 관리 (Manage Payments)” 버튼을 클릭하여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이 도구를 다음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등록했는지 확인 

• 선급금 받기를 멈추기 위해 철회 

• 매달 지원금을 위한 우편 주소 혹은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하거나 업데이트 

• 선급금의 상황 확인 

2021년 9월 9일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update-porta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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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납세자가 업데이트 포털 페이지에 있다면 , 정보를 검토하고 “선급금 관리 하기(Manage Advance 

Payments)” 를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 

해당 업데이트 포털에 등록하거나 새 계정 생성하기 

납세자가 “선급금 관리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 “ 등록 혹은 새로운 계정 생성”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2021년 9월 10일 



   
 

 

 

            

           

             

       

            

 

            

            

         

           

          

          

          

       

            

       

               

        

            

            
 

         

             
 

        
 

만약 납세자가 전에 IRS.gov 를 방문하여 온라인 계정 생성하고 세금 기록을 사용하거나 지급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면 납세자는 기존 계정을 가집니다. 납세자는 해당 계정의 정보를 
사용할 때 “기존 국세청 아이디로 접속하기 Sign in with an existing IRS username” 라고 
쓰여진 파란 박스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안전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다중 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안전 코드를 
입력합니다 . 

기존 계정이 없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인 ID.me 를 사용하여 사진 
증명서의 형태로 자신의 신분을 인증하라고 요구 받을 것입니다 . 디지털 신분 보호 전문 업체로 
국세청이 납세자가 납세자인지 —다른 사람이 납세자인 척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후 우리는 납세자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ID.me 는 가장 
최신의 신분 증명 기술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신분을 빠르고 쉽게 인증합니다 . 

만약 납세자가 이미 보훈부, 사회 보장국 , 혹은 ID.me 신청을 통한 주 파트너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납세자는 간단하게 초록 박스를 클릭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ID.me 를 
통해 로그인 하기 위해 다음의 설명을 따르세요 . 

더 많은 정보는 2021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자주 묻는 질문, 주제 K: 

선급금 관리를 위한 신분 확인 에서 확인하세요 .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 툴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6월에 보낸 자신의 
안내문에 포함된 번호로 국세청에 연락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인증을 받으면 , 사용자는 ID.me 를 허용하는 ID.me 승인 장소에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혹은 선급금을 받기 원치 않는 경우 
철회하기. 

납세자가 성공적으로 포털에 로그인하면 , 다음의 화면 중 하나를 볼 것입니다 . 
•	 선급금 자격 확인하기 . 그리고 만약 납세자가 적격이라면 자동 지원에 대한 납세자의 등록 상태를 

알려줍니다 . 
•	 납세자가 적격이 아니며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 

2021년 9월 11일 

https://www.irs.gov/ko/payments/view-your-tax-account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manage-your-payments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manage-your-payments


   

 

 

 
 

 

         

             

              

 

     

      

   

      

      

    

     

     

   
 

      

     

     

   
      

     

   

           

           

       

          

     

 

선급금을  중지시키기  위해, 납세자는  반드시  
다음  달  첫번째  목요일3일전  동부  시간  
11시59분까지  등록  철회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면 , 국세청이  납세자의  철회  
요청을  처리할  때까지  납세자는  다음  계획된  
선급금을  받을  것입니다 .  

 지급  월  철회  기한  지급일 

   

 7월  6/28/2021  7/15/2021 

 8월  8/2/2021  8/13/2021 

 9월  8/30/2021  9/15/2021 

 10월  10/4/2021  10/15/2021 

 11월  11/1/2021  11/15/2021 

 12월  11/29/2021  12/15/2021 

 

납세자가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선급금을 철회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납세자는 2021 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기대했던 환급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큰 
경우를 비롯하여 몇 가지 이유로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받는 것을 철회하기 원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받은 지원금은 납세자가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받았을 자녀 
세액 공제의 선급금입니다 . 

이 공제가 선지급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받은 
금액으로 인해 2021 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자녀 세액공제의 액수가 감소 됩니다 . 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수락하면 자신의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납세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납세자가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록 철회하고 전체 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 미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철회를 선택한다면 , 여기에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 납세자가 부부 공동 제출을 한다면 , 
배우자는 또한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와 함께 받는 경우에 지원금의 반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철회  기한  

•	 등록 철회 처리는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회 후에 다시 확인하세요 . 

•	 이번에는 재등록 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1회 가능합니다 . 납세자는 2021 년 9월 
후반부터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2일 



   

 

 

             

            

        

       

      

            

    
 

           

          

     
 

철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S.gov 에 자녀 세액공제 FAQ 의 주제 J 를 확인하세요 . 

납세자가 철회를 원치 않으면 “납세자의 선급금의 직접 계좌이체 계정을 관리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사용하기 ”로 넘어가세요 . 본 안내서의 뒷부분에서 자신의 직접 
계좌이체 정보 관리하기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선택을 한다면 , 선급금 수령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철회를 원하면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 페이지의 하단에 “지원금 철회”라는 
파란 박스를 클릭하여 시작하세요 . 

이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수령을 철회” 페이지에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세요 . 계속하고 
싶다면 “저는 이 절차의 진행을 이해하고 원합니다 . (I Understand and Want to 

Proceed)” 라고 써있는 파란 버튼을 클릭하세요 . 

2021년 9월 13일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j-unenrolling-from-advance-payments


   

 

 

           

 

 

       

           

   

 

         
         

      

다음 화면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만약 철회를 원한다면 “동의(I agree)” 박스를 클릭하고 “제출(Submit)” 을 
클릭하세요 .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 납세자는 다음 하면에 확인을 받습니다 . “ 홈으로 돌아가기 (Return 

Home)” 을 클릭하여 주요 페이지로 돌아가거나 이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링크를 사용하여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다 . 

결혼하였고 공동 신고를 제출한다면, 양쪽 배우자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매달 지원금의 반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배우자 역시 철회하면 , 로그아웃 합니다. 배우자는 
이 절차를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1년 9월 14일 



   

 

 

  

           

       

         

     

         

    

 

       
 

철회 과정 

납세자가 철회한 후에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로 돌아가 로그인하고 “지원금 
관리하기”를 선택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철회가 여전히 처리중이라면 , 납세자는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철회 절차 
중unenrollment processing” 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 

지원금이 납세자에게 발급되면 , 납세자는 도구의 기능인 “지원금 관리”에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철회  확정
  

일단 철회가 진행되면 , 납세자는 “철회” 메시지를 아래에서 볼 것입니다 .
 

2021년 9월 15일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급금 직접 계좌이체를 관리하세요. 

주요 사항: 납세자가 결혼하였고 공동 신고를 제출한다면 , 양 배우자 모두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우편이나 업데이트 하기 전의 업데이트 포털에 나타난 계정으로 매월 
선급금의 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납세자가 이미 업데이트 포털에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였고 은행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상단 우측에 “프로파일 ”링크를 클릭하세요 . 아니면 본 안내서의 “업데이트 포털 
등록하기 및 새로운 계정 생성”에서 다음 설명에 따라 등록하고 “프로파일 ”을 클릭하고 이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 

만약 납세자의 파일에 이미 은행 계좌가 있다면, 납부 방식의 계정 유형에서 에서 “직접 계좌 
이체”와 절차 순서 그리고 계좌 번호의 일부가 가 보일 것입니다 . 

2021년 9월 16일 



   

 

 

 

            

   
 

 

           

          

            

            

          

           

         

     

              

        

       

            

       

        

              
   
     
         
      

           

       

만약 우리가 직접 계좌 이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납세자는 “우편으로 지원금을 ”확인하여 
지급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업데이트 포털은 납세자가 지원금을 받기에 적격이라고 보여주지만 직접 계좌 이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매달, 수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납세자가 직접 계좌 이체로 수령 방식을 
바꾸길 원한다면 납세자는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은행 계좌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어떤 가정이라도 수표를 받고 있다면 계좌 이체로 변경을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계좌 이체를 사용하면 가정에서 자금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좌이체는 시간, 수표를 현금화 하는 비용 및 걱정을 해소시킵니다 . 추가로 직접 계좌 이체는 
수표 수령 시에 유실, 도난, 혹은 배달 사고를 겪을 일이 없습니다 .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지원금을 직접 계좌이체로 받고 싶지만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면, 많은 금융 기관은 납세자가 저비용 혹은 
무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아래와 같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 보험 공사 웹사이트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ebsite) ( 영어) 를 방문하거나 FDIC 의 은행
 

찾기(BankFind) ( 영어) 도구를 사용하여 FDIC 보증 은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다음과 같은 온라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과 신용조합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o	 뱅크온(BankOn) ( 영어) 
o	 미국 은행 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 영어) 
o	 전미 독립 지역 은행가 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 영어) 
o	 신용 조합 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 영어) 

•	 납세자가 재향 군인이라면 , 참여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재향 군인
 
지원금융 프로그램 (Veterans Benefits Banking Program) ( 영어), 을확인하세요 .
 

2021년 9월 17일 

https://www.fdic.gov/about/initiatives/getbanked/index.html
https://www.fdic.gov/about/initiatives/getbanked/index.html
https://banks.data.fdic.gov/bankfind-suite/bankfind
https://banks.data.fdic.gov/bankfind-suite/bankfind
https://covidbanking.joinbankon.org/
https://www.aba.com/advocacy/community-programs/consumer-resources/manage-your-money/choosing-safe-affordable-account
https://www.icba.org/about/find-a-community-bank/open-a-bank-account-remotely
https://www.mycreditunion.gov/about-credit-unions/credit-union-locator
https://www.benefits.va.gov/benefits/banking.asp
https://www.benefits.va.gov/benefits/banking.asp


   

 

 

     

       

    

 

         

      

 

은행 계좌 추가 혹은 업데이트 

납세자가 계좌를 업데이트 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 “ 지원금 정보Payment 

Info” 섹션에서 우측에 “편집Edit” 을 선택하세요 . 

다음 화면에서 , 납세자의 은행 계좌를 위한 요구된 정보를 입력하세요 . 서비스의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면 , 해당 박스를 클릭하세요 . 그리고 파란색 “제출Submit” 버튼을 
클릭하세요 . 

2021년 9월 18일 



   

 

 

     화면 캡처는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 

2021년 9월 19일 



   

 

 

 

 
 

           

           

   
 

 

       

             
 

다음 화면은 납세자가 업데이트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언제 업데이트 포털에 
변경 사항이 반영될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정보는 늦은8월에 자신의 
프로파일에 나타날 것입니다 . 

모두 끝나면 , 우측의 “로그아웃 ”을 클릭하세요 . 공동 제출자의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업데이트 포털의 계좌에서 역시 은행 계정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021년 9월 20일 



   

 

 

           

          

   

 

 

       

 

            

            

   

 

     

    

   

     

   

      

    

   

 

 

 

  

 

 

   

   

  

  

 

 

 

 

 

만약 납세자가 이후에 확인하면, 이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보이며 납세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지원금 정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며 , 납세자가 자신의 프로파일에 정보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지원금 상태 확인하기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지원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지원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또한 어떤 지원금이 반송되거나 다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포털을 방문하여 다른 기능을 
사용한적이 있었고 납세자가 자신의 
주소를 업데이트 하기를 원한다면, 

포털의 우측 상단의 “프로파일” 링크를 
클릭합니다 . 아니면 본 안내의 
“업데이트 포털 등록 혹은 새로운 계정 
생성하기” 부분의 설명을 따라 
등록하세요 . 그리고 이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 

납세자의 프로파일에서 , 
“지원금Payment” 라는 섹션을 
찾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 포털은 납세자의 7월 
지원금 상태가 “지급됨 Issued” 라고 
나타납니다 . $300 지원금은 7월 15일에 
은행계좌에 성공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2021년 9월 21일 



   

 

 

 

           

     

 

               

           

 

 
            

      

 

           

    

 

 

 

 

 

 

 

 

 

 

 

 

 

 

 

 

지원금이 반송되었다면 메인 페이지의 납세자의 “지원금”섹션은 “지원금 지급 불가 Unable to Issue 

Payment” 라고 화면 아래쪽에 보일 것입니다 . 

이런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우편 주소 혹은 은행 계좌 정보를 갖고 있다면 발생합니다 . 납세자 은행 계좌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우편으로 발송한 수표가 배송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 

“지원금 지급 불가” 옆에X아이콘을 클릭하면 , 납세자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의 프로파일 Your Profile” 링크를 클릭하세요 . 

지원금이 반송되었다면 , 납세자 프로파일의 “지원금 정보”섹션에서 지급 정보를 업데이트 하기 위한 
프롬프트가 포함될 것입니다 . “ 편집Edit” 을 클릭하세요 . 

2021년 9월 22일 



   

 

 

 

 

 

    

   

     

    

    

  

     

    

    

    

    

 

 

  

      

   

   

    

   

 

 
         

 

           

            

           

       

 

   
    

Main Street Bank 
Account ending in 1234 

납세자가 자신의 우편 주소를 
업데이트 하려면 , 본 안내서의 
다음에 있는 설명을 보기 위해 
“업데이트 포탈을 사용하여 자신의 
우편 주소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하기”섹션을 확인하세요 . 납세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직접 
계좌이체로 업데이트 하려면 본 
안내서의 앞부분에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선급금을 
위한 직접 계좌이체 계좌관리하기”를 
확인하세요 . 

지원금이 다시 지급되었다면 ,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납세자의 지원금이 반송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지원금을 우편 
수표로 다시 발급합니다 .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우편 주소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하기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우편 주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 이미 업데이트 
포털에서 다른 기능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주소를 업데이트 하고자 하면, 포털의 우측 상단에 “프로파일” 
링크를 클릭하세요 . 아니면 , 본 안내서의 “업데이트 포털 등록하기 혹은 새로운 계정 생성하기”에 설명을 
따라서 등록하세요 . 그리고 “프로필”을 클릭하여 이 페이지로 돌아오세요 . 

2021년 9월 23일 



   

 

 

          

    

 

      

    

 

 

 

 

 

 

 

 

 

 

 

 

 

 

 

 

 

          

 

 

 

 

납세자의 프로파일에 “연락처 정보 Contact info” 부분을 확인하여 국세청의 납세자 파일에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가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아래 
나타난 것처럼 “편집Edit” 을 클릭하세요 . 

•  유효한  우편  주소가  납세자  파일에  저장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것입니다. 납세자는  “추가하기 Add” 를  
클릭하여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주소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상관 없이 다음 화면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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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변경사항이 시행되는지 , 허용되는 주소 
그리고공동 제출자에 관해 화면의 상단에 
중요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 

“납세자의 우편 주소” 섹션에서 ,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세요 . 

납세자의 사회 보장 번호 혹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신원을 
인증하세요 . 

서비스 조건을 검토하고 이 변경사항 확인 
박스에 체크하세요 . 

“제출Submit” 이라는 파란색 박스를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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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 납세자가 성공적으로 주소 변경을 성공적으로 제출했다는 확인을 해줍니다 . 업데이트 
포털에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면, “ 로그아웃”을 클릭하세요 . 

납세자가 공동 제출자라면 ,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통합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같은 날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나중에 확인을 하면, 납세자는 납세자의 주소 업데이트가 처리 중이라는 정보를 주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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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를 위한 IRS.gov 를 계속 확인하기 . 

2021 년 국세청은 추가적인 도구와 온라인 자료를 추가하여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올해 후반에 , 개인과 가정에서는 IRS.gov 를 방문하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선급금의 올바른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자신의 소득, 

납세자 구분 혹은 적격 자녀의 수에 변화를 알리고 기타 다른 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를 위해 irs.gov/childtaxcredit2021 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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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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