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의 

국세청 업데이트 
FS-2022-07, 2022년 2월 

이 자료는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2021년 세금 신고를 준비하고 제출할 때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공제를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질문 4를 수정하고 새로운 질문 10, 주제 H: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추가합니다. 
 
이 FAQ는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FAQ는 특정 납세자의 특정 사실 및 상황을 다루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검토 시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FAQ는 국세청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FAQ가 특정 납세자의 케이스에 적용되는 법률의 부정확한 진술로 

판명된 경우, 해당 법률이 납세자의 조세 채무를 통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이러한 

FAQ에 의존하는 납세자는 과징금 또는 기타 정확성 관련 벌금을 포함하여 과세 과소납부로 귀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제 사유 기준을 제공하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FAQ를 변경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FAQ에 대한 추후 업데이트 또는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전 버전에 의존했던 납세자가 나중에 

필요할 경우 해당 버전을 찾을 수 있도록 IRS.gov에서 이전 버전의 FAQ를 유지 관리합니다. 
 
의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AQ는 IR-2022-22에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배경  
 
자녀 세액 공제에는 많은 가족이 선급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RPA)은 2021년도에 한해 자녀 세액 공제(CTC)를 확대합니다.  

다음은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이며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IRS.go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 전화 상담원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 주제 A: 일반 정보 

• 주제 B: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및 2021년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자격 

https://www.irs.gov/ko/newsroom/general-overview-of-taxpayer-reliance-on-guidance-published-in-the-internal-revenue-bulletin-and-faqs
https://www.irs.gov/ko/newsroom/general-overview-of-taxpayer-reliance-on-guidance-published-in-the-internal-revenue-bulletin-and-faqs
https://www.irs.gov/ko/newsroom/irs-revises-faqs-for-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
https://www.irs.gov/ko/newsroom/irs-revises-faqs-for-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


 
• 주제 C: 2021년 자녀 세액공제 계산 

• 주제 D: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계산 

• 주제 E: 자녀 세액 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 

•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 

• 주제 G: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받기 

• 주제 H: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 

• 주제 I: 미국령 거주자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J: 선급금 등록 취소 

• 항목 K: 선급금 보기를 위한 신분 확인 

• 항목 L: 자주 묻는 공동 양육권 질문 

• 주제 M: 자주 묻는 이민 관련 질문 

• 주제 N: 지급금 반환하기 

2021년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A: 일반 정보 
 
Q A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이란?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납세자가 2021 세금 신고서를 2022년 신고 기간에 정당하게 신고한 자녀 세액공제의 

추정액 50%를 국세청(IRS)에서 조기 지급하는 것입니다. IRS가 납세자의 2020년 세금 신고서 혹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67월 말 이전에 처리했다면, 이 월별 지원금은 2021년 7월에 시작하여 2021년 12월까지, 신고서 정보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참고: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는 환급 대상이 아닌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IRS 스케줄 8812(양식 1040)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 가족 공제(영어)를 참조합니다. 
 
Q A2.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2020 세금 신고서, 혹은 2019 세금 신고서 (2020년에 IRS.gov에서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한 미 제출자 도구 (Non-Filer) 에 입력한 정보 혹은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를 포함하여)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자격대상이었다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 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 그리고 주제 E: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을 확인하세요.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a-general-information#collapseCollapsible1650652200804
https://www.irs.gov/forms-pubs/about-schedule-8812-form-1040
https://www.irs.gov/forms-pubs/about-schedule-8812-form-104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a-general-information#collapseCollapsible1650652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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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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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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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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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


 
 
 
Q A3.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이 필요한가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필요 없습니다. 소득이 $0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세요. 
 
Q A4.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2020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2020 세금 신고서를 위해 미 제출자 도구, IRS 무료 신고, 혹은 무료 신고 작성 양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인증받은 공인 회계사, 등록 중계인, 변호사 등 세금 신고서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소득세 신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여러 세금 신고서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를 방문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월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A5.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수령을 원치 않았다면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5. 매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2021 세금 신고서 때에 전체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2021 과세 연도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에 적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CTC UP)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확인하십시오. 
 
Q A6. IRS에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지급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2년 1월 11일 변경) 

A6. 국세청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7월 15일에 지급 시작합니다. 이후에 지원금은 2021년 12월까지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지급된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주제 E: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을 

참조하세요. 
 
Q A7. IRS에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해서 지급 이전에 나에게 연락을 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a-general-information#collapseCollapsible16506522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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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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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a-general-information#collapseCollapsible1650652200798
https://www.irs.gov/ko/tax-professionals/choosing-a-tax-professional
https://www.irs.gov/ko/tax-professionals/choosing-a-tax-professional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a-general-information#collapseCollapsible165065220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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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a-general-information#collapseCollapsible165065220079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a-general-information#collapseCollapsible1650652200793


 
A7. 연락했습니다. 2021년 6월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서신 6417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납세자에게 추정 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액을 알려줍니다. 이 서신은 또한 수령자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Q A8.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자격 대상이 되려면? (2022년 1월 11일 변경) 

A8. 적격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 — 혹은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 해당 해에 반년 이상 미국의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지는 일상적으로 사는 어떤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는 집, 아파트, 이동 주택, 보호소, 임시 숙소 

등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과세 연도에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영구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교육, 사업, 휴가, 혹은 군복무 등으로 주거지를 일시적을 떠났다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자녀 세액공제 적격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참조하세요. 
 
자신의 소득액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Q A9.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것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나의 환급을 

지연시키게 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9. 아니오. 하지만, 2021연방세 신고서에 귀하가 적격인 자녀 세액 공제액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적절하게 

일치시키지 못했다면, 국세청에서 귀하의 신고서의 처리는 지연될 것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2021년 세금 신고서에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와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참조하세요. 
 
Q A10. 2021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과세 대상입니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10. 아니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2021년 과세 연도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은2021 IRS의 자녀 세액공제 추정액에 기초하였습니다. 만약 

자녀 세액 공제 총액이 2021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보다 크다면, 2022 세금 신고 기간에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a-general-information#collapseCollapsible16506522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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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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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금 신고에 초과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정당하게 신청한 두 명의 적격 자녀에 대해 수령했지만 2021년에 자녀가 더이상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상환 

보호에 대한 적격이 아니라면 적격 자녀에 기초하여 받은 선지급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은 2021년 소득세에 

추가됩니다. 상환 보호에 적격인 납세자와 어떻게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과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어떻게 일치 시키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 등록 철회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에 지급된 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CTC UP)을 통해 등록 철회할 수 있습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확인하세요. 
 
Q A11. IRS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한 서신을 보내 제가 정확한 자녀 세액공제 액수를 2022년 세금 신고 

기간동안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1. 네. 2022년 1월에 IRS은 서신 6419를 보내서 2021년 지급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수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한 이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2022년 세금 신고서 

기간에 2021 세금 신고를 하게 될 때 이 서한을 참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한과 어떻게 선지급 자녀 세액공제 자신의 2021년 자녀 세액공제와 함께 일치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확인하세요. 
 
Q A12.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납세자가 받는 정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2. 아니오. 자신 혹은 타인이 헤택이나 지원에 적격인지, 자신 혹은 타인이 혜택이나 얼마나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주 혹은 지역의 프로그램에서 연방 자금으로 전체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소득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또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12개월 수령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Q A13. IRS에 전화하거나 나의 세금 소프트웨어 제공사에 연락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위해 나의 은행 

계좌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13. IRS는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IRS에 제공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IRS.gov에서 제공합니다. 

CTC UP은 등록 철회에 의한 현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받지 않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은행 계좌 정보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 p.m. 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15일에 예정된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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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14.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련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4.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와 돈을 빼내려는 사기꾼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RS은 처음 연락 할 때 이메일, 문자메시지, 혹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개인 혹은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심지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과 관련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혹은 자녀 세액공제 환급금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있다는 첨부 파일이나 링크를 주의하세요. 

만약 의심스러운 IRS 관련 이메일을 받았다면, 피싱 및 온라인 사기 신고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Q A15.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뉴스를 나의 지역 사회 내에 알리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5. 국세청은 소셜 미디어, 이메일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를 공개합니다. 

IRS은 고용주, 지역 단체, 비영리 집단, 협회, 교육 단체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누구라도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과세 연도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적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자료 및 지침(영어)에서 공유할 정보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2세금 신고 시즌에 앞서, 국세청은 2021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귀하가 

적격인 2021 자녀 세액공제액에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2021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액과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참조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월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A16. 언제부터 내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6. 11월29일 동부시 11:59 p.m. 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지급된 월 선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적격 자녀의 

수 혹은 신고 지위는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변경 할 수 있는 

날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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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본인이 자격 대상인지 확인하기 

선급금으로 부터 등록 취소 

 지급금 목록 보기 

6월 30일 은행 정보 변경하기 

8월 20일 주소 변경 

11월1일 소득 변경 

11월29일 

12월에 지급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영향을 미칠 CTC UP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최종일 

스페인어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 제공 

*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 
 
Q B1. 어떤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자격 대상이었나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적격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자격이 됩니다. 또한 자신 — 혹은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 해당 연도에 반년 이상 미국의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요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거주지는 일상적으로 사는 어떤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집, 아파트, 이동 주택, 보호소, 임시 숙소 등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과세 연도에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영구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교육, 사업, 휴가, 혹은 군복무 등을 이유로 주요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났다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달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1 

세금 신고서를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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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50723


 
 
자신의 소득액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확인하세요. 
 
Q B2. 2021년 자녀 세액공제에 대하여 "적격 자녀" 요건이 변하였나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2. 네. 
 
Q B3. 2021 자녀 세액공제를 위한 "적격 자녀"는 누구입니까?(2022년 1월 11일 변경) 

A3. 2021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자녀는 2022년 1월 이전에 18세가 되지 않은 개인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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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부양가족(예를 들어 손자녀, 질녀, 조카)입니다. 

2. 개인은 2021년에 자신의 지원의 반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3. 과세 연도 2021년의 2분의 일 이상 납세자와 함께 산 개인. 이 요건의 예외에 대해IRS 간행물 972, 자녀 

세액공제와 기타 부양가족 공제를(영어) 참고하세요. 

4. 개인은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적절하게 신청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개인을 적절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IRS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정보 제출(영어) 을 확인하세요. 

5. 개인은 과세 연도 2021동안에 개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원천 소득세 혹은 

추정세의 환급만을 신청할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입니다. 

6. 개인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거주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IRS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영어)를 참조하세요. 
 
Q B4.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에 적격이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4. 자신 — 혹은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했다면 자신의 배우자 — 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 (SSN)가 있어야 하거나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가 있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SSN혹은 ITIN을 2020 세금 신고서 또는 2019 (2020년 

IRS에 미 제출자 도구에 정보를 입력했을 때를 포함) 세금 신고서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미국에서 고용에 유효한 SSN을 가진 적격 자녀에 대해 지급 받았습니다. 
 
Q B5. 고용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2021년 6월 14일 추가) 

A5. 적격 자녀에 대해, 유효한 SSN은 미국에서 고용에 유효한(영어) SSN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1년 세금 신고서 

(연장을 포함하여)기한 이전에 사회보장국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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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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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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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gibility-fo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and-the-2021-child-tax-credit#collapseCollapsible16479656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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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50717
https://www.irs.gov/pub/irs-pdf/p972.pdf
https://www.irs.gov/pub/irs-pdf/p972.pdf
https://www.irs.gov/pub/irs-pdf/p972.pdf
https://www.irs.gov/pub/irs-pdf/p972.pdf
https://www.irs.gov/pub/irs-pdf/p501.pdf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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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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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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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50710
https://www.ssa.gov/ssnumber/cards.htm
https://www.ssa.gov/ssnumber/cards.htm


 
 
만약 개인이 SSN을 받았을 때, 미국 시민이었다면 미국에서 고용이 유효합니다. "고용 불가"가 개인의 사회 보장 

카드에 인쇄 되었다면 그리고 개인의 이민 상태가 변경되어 개인이 이제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새로운 사회 보장 카드(영어)를 SSA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 사회 보장 카드에 "국토안보부(DHS) 인증 근로에만 유효"가 표시되었다면, 개인은 국토 안보부 

인증이 유효한 동안은 필요한 SSN을 가진 것입니다. 
 
Q B6. 2021년 적격 자녀가 사망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었나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6. 네. 자신의 적격 자녀가 2021년 언제든 살아 있었고, 살아 있는 동안 2021년에 반이상 함께 살았다면,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해당 자녀는 적격 자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격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게될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1 세금 신고서를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B7.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7.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자격 도우미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B8. 선급금이 지급되었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 6월 21일 추가) 
 
A8. 아래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지원금을 추적하기 위해 지원금 상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 

외에는 국세청은 지원금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입금일 이후 5일 그리고 은행에서 선급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함. 

• 표준 주소로 수표 우편 지급 이후 4주. 

• 우편 지급된 후6주 지났으며 지역 우체국에 배송 주소가 있는 경우. 

• 우편 지급된 후9주 지났으며 해외 주소가 있는 경우 
 
지급 추적을 시작하기 위해 양식 3911, 납세자 환급 명세서(영어)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 
 
Q C1. 2021년 자녀 세액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2021 과세 연도에 자녀 세액공제는 적격 자녀당 $2,000에서   

https://www.ssa.gov/ssnumber/
https://www.ssa.gov/ss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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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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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5070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eligibility-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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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50689
https://www.irs.gov/pub/irs-pdf/f3911.pdf
https://www.irs.gov/pub/irs-pdf/f3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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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99263


 
• 2021년 말에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3,600, 그리고 

• 2021년 말에 6~17세 자녀에 대해 $3,000로 증가하였다.  

참고: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500 비환급 세액공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IRS 간행물 972, 자녀 세액공제 및 기타 부양 가족 공제(영어)를 참조하세요. 
 
Q C2. 나의 자녀 세액공제액이 나의 2021 소득 액수에 기초하여 감소할 수 있을까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2. 네. 자녀 세액공제는 수정된 2021년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에 기초하여 두 개의 다른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 첫 번째 단계 감소는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당 $2,00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감소 단계는 5세 미만의 적격 자녀에 대해 $1600 인상 분을 감소 시킬 수 있고, 2021년 말에 6~17세인 

적격 자녀에게는 $1,000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감소는 남아 있는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당 $2,000 미만으로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를 낮추는 수정된 AGI 액수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Q C4 및 Q C5를 참조하세요. 
 
Q C3. 수정된 AGI란? (2021년 6월 14일 추가) 

A3.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위해, 자신의 수정된 AGI 는 자신의 조정 총소득(AGI) (2020 IRS 양식 

1040의11항 혹은 귀하가 2020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19 IRS 양식 1040의 8b항)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다음의 액수를 더한 것입니다. 
 

• 2020 혹은 2019 IRS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영어)의 45항 혹은 50항에 액수. 

• 푸에르토리코 혹은 미국령 사모아로부터 받았기 떄문에 총소득으로부터 제외된 액수. 
 
위의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정된 AGI는 원래의 AGI와 같습니다. 
 
Q C4. 첫 번째 단계 감소에서 2021년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당 $2,000까지 어떤 식으로 감소 할까요?(2021년 6월 

14일 추가) 

A4.자녀 세액공제는 수정된 2021 AGI가 다음의 액수를 초과한다면 자녀당 $2,000까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 부부 공동 제출인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 혹은 홀아비로 신고한 경우 $150,000 

• 세대주로서 신고한 경우 $112,500, 혹은 

• 미혼이거나 부부 개별 제출의 경우 $75,000. 

첫 번째 단계적 감소는 수정된 AGI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위의 소득 한도 $1,000를 초과할 때마다 자녀 세액공제가 

$50씩(혹은 그러한 비율로) 감소합니다.  
 

https://www.irs.gov/pub/irs-prior/p972--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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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9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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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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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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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99251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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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9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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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99247


 
 
Q C5. 두 번쨰 단계적 감소는 남아 있는 자녀 세액공제 $2,000을 어떻게 감소 시키나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5. 자녀 세액공제는 수정된 2021 AGI를 초과하게되면 자녀당 $2,000 미만으로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한 경우 $400,000, 혹은 

• 그 밖의 모든 신고 지위에 대해 $200,000. 
 
두 번째 단계 감소는 수정된 AGI가 위의 소득 한도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액수에 $1,000를 초과할 때마다 자녀 

세액공제 $50씩(혹은 그러한 비율로) 감소 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D: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계산 
 
Q D1. 나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2022년 1월 11일 추가) 

A1.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를 2022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자격이 되는 자녀 세액공제의 액수를 추정하여 결정했습니다. 
 
납세자의 처리된 2020 세금 신고서에 나와 있는 정보에 (2021 자녀 세액 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 

포함)기초합니다. IRS가2021년 7월 이후 어느 달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결정했을 때 납세자의 2020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IRS은 2019년 소득 신고서에 나타난 정보에 기초하여 (2020년 IRS.gov 미 제출자 

도구에 입력된 정보를 포함하여) IRS는2021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추정할 것입니다. IRS가 2020 소득신고를 일단 

처리하고 나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다시 계산하고 남아 있는 월 지원금을 조정할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월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는 비환급 기타 부양가족 공제 $50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IRS 간행물 972, 자녀 세액공제 및 기타 부양 가족 세액공제(영어)를 참조하세요. 
 
Q D2. 적격인 개인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얼마나 받게될까? (2022년 1월 11일 추가) 

A2. 적격 개인의  총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는 해당 개인의 추정된 2021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의 반과 

같습니다. 이 총액은 선지급 지원금을 매월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 5세 미만의 적격 자녀의 각각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격 개인은  $300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3,600의 반인 

$1,8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적격 개인에게 6개월간 $300씩 매월  지급하여 총 $1,800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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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6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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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790220
https://www.irs.gov/pub/irs-pdf/p9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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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Collapsible1647965790215


 
• 6~17세 적격 자녀의 각각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격 개인은 매달 $250를 받게 됩니다. 이는 $3,000 를 반으로 

나눈 $1,5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적격 개인에게 $1,500 를 6개월간 $250씩 매달 지급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E: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 
 
Q E1. 제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데 적격이라면,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았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월  지급일  

7월  7/15/2021 

8월 8/13/2021 

9월  9/15/2021 

10월 10/15/2021 

11월 11/15/2021 

12월 12/15/2021 

 
Q E2. 적격 개인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2022년 1월 11일 추가) 

A2. 국세청(IRS)에서 적격 개인의 은행 정보를 받았다면, 지원금은 직접 입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IRS는 은행 

계좌 정보를 다음의 출처로부터 다음의 순서로 사용합니다: 
 

• 2021 자녀 세액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에 입력한 정보를 포함하는 적격 개인의 2020 세금 신고서 

• 2020년 IRS.gov에 미 제출자 도구에 입력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격 개인의 2019 세금 신고서 

•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에 정리된 납세자의 계좌 정보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collapseCollapsible164796583813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collapseCollapsible1647965838130


 
 

• 적격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연방 기관, 예를 들어: 사회 보장국, 보훈처, 철도 퇴직 위원회. 
 
IRS가 직접 입금으로 송금할 은행 계좌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 12월까지 매월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E3. 나의 2019 세금 신고서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결정하는데 쓰였습니다. 최근에 소득 액수가 다른 2020 

세금 신고서를 2021년에 제출했습니다. IRS가 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금액을 업데이트 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추가) 

A3. 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IRS가 2020 세금 신고서를 처리한 후에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 IRS는 2021년 남아 

있는 지원금을 조정하여 2021년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을 감소 혹은 증가 

시켰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 
 
Q F1. 나의 은행, 우편주소, 소득 혹은 가족에 관한 정보가 2021년에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국세청(IRS)은 IRS.gov에 다음의 기능을 가진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시작했습니다. 
 

• 202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하지 않기 선택; 

• 은행 계정 정보 변경 

• 우편 주소 변경 

• 소득 변경 신고.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은행 계좌가 없다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낮은 수수료 또는 무료 은행 계좌 개설에 도움을 줄 것 입니다. 연방 

예금 보험공사FDIC 웹사이트(영어)를 방문해 온라인에서 계정을 여는 자세한 방법을 보거나 FDIC의 은행 

찾기(영어) 도구를 이용해 FDIC에 가입된 은행을 찾으십시오. 뱅크온(영어), 전미 은행가 협회(영어), 전미 독립 

지역 은행가 협회(영어), 전미 신용 조합 협의회(영어)에는 온라인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은행 및 신용 조합들이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collapseCollapsible164796583812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collapseCollapsible164796583812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e-advance-payment-process-of-the-child-tax-credit#collapseCollapsible164796583812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3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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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gov/about/initiatives/getbanked/index.html
https://www.fdic.gov/about/initiatives/getbanke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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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data.fdic.gov/bankfind-suite/bankfind
https://banks.data.fdic.gov/bankfind-suite/bankfind
https://covidbanking.joinbankon.org/
https://covidbanking.joinbankon.org/
https://www.aba.com/advocacy/community-programs/consumer-resources/manage-your-money/choosing-safe-affordable-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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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a.org/about/find-a-community-bank/open-a-bank-account-remotely
https://www.icba.org/about/find-a-community-bank/open-a-bank-account-remo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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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reditunion.gov/about-credit-unions/credit-union-locator


 
나와 있습니다. 재향군인이라면, 재향군인 혜택 은행 프로그램(영어)을 참조하여 참여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F2. 2021 저의 소득은 2020 세금 신고서에 나타나는 소득과 매우 달랐습니다. IRS는 그런 변화를 고려하여 저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금액을 업데이트 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사용하여 소득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이 온라인 

포털에서 2021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할 계획인 소득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RS는 2021년 자녀 

세액공제의 추정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의 소득 변경에 따라 IRS가 매월 지급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Q F3. 나의 2021세금 신고서에 자녀 신청을 하지만 2020년에 자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2020년 세금 신고서 (월지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지급 결정 일 기준으로 

2020 세금 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2019 세금 신고서)에 신청한 자녀 세액공제에 기초합니다. 
 
적격 자녀에 대해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1년에 신청할 것입니다. 2022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해당 자녀에 대한 가능한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F4. 확대 및 인상된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내 급여의 원천징수와 결합되어 어떻게 2021년 

세금 신고서 상의 환급 액수 또는 납부액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IRS는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월별 선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납세자들의 2021년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2020년 자녀 세액공제와 비교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급금은 2021년에 증가한 세액공제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납세자들 중에 2021년에 자신의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를 조정하지 사람은 (그리고 월별 선급금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은), 2021년 환급과 비교해 2022에 받을 환급은 감소할 수 있으며 또는 2022년에 납부할 2021년 

세금 신고서의 세금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몇몇 납세자들은 2021년에 환급을 받았으나 2022년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2020년 세금 신고서 제출시 소량의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이 있었던 납세자들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 철회 또는 양식 W-4의 4C단계에서 각 급여 지급 기간 마다 추가 원천징수 금액을 입력하거나 2021년 

남은 기간에 분기별 추정세를 예납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https://www.benefits.va.gov/benefits/banking.asp
https://www.benefits.va.gov/benefits/banking.asp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2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2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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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2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2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2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2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collapseCollapsible1647965917120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또 지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D: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계산 및 주제 E: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을 보십시오. .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 개인 납세자들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CTC UP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참고하세요.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G: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받기 
 
Q G1. 나의 선지급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의 한달 분이 잘못 책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우선,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을 받기 전에 IRS가 보낸 서신 6417을 검토해야합니다. 이 편지는 2021 과세 

연도 추정 자녀 세액공제액과 추정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금액을 알려줍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 1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Q G2. 이전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 혹은 기타 연방 혹은 주 채무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감소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지난 해 미납 세금, 연방 혹은 주 채무에 대해 감소하지 않습니다. (즉, 

상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에 포함된 남아 있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미납 

세금이나 다른 연방 혹은 주 채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G3.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배우자 혹은 제가 과거에 미납한 자녀 지원금이 있다면 상계되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아니오. 
 
Q G4.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채권 압류 대상이었습니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연방법에 의해 비 연방 채권자에 의해 채권 압류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와 지역 정부의 법에 의해 허락된 연장 일까지,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주, 지역, 정부 그리고 

법원 명령에 따르는 비 연방 당사자를 포함한 민간 채권자에 의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행정 법원 

비용, 배상, 등 기타 법원 명령에 의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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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9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9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9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9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9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9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9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85


 
 
하지만 일부 주와 금융 기관은 이 지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연방 

정부에 의한 상계로부터 보호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민간 당사자에 지급하라는 소송에 판결을 

받았지만 또한 사정된 연방 세금 채무가 있다면, IRS는 연방 세금 상계에 지원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Q G5. 배우자가 연방 혹은 주 채무가 있고 저는 없는 경우 피해 배우자 신청서(양식 8379)를 제출했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5.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배우자의 지난 해 미납 세금, 연방 혹은 주 채무에 대해 감소하지 않습니다. 

(즉, 상계하지않습니다.) 
 
하지만, 2021 세금 신고서를 할 때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에 포함된 남아 있는 자녀 세액공제 액은 배우자의 미납 

세금이나 다른 연방 혹은 주 채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식 8379(영어)를 2021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G6. 자녀와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지만 2020 세금 신고서를 미국 주소로 제출했습니다. IRS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서신 6417을 미국 주소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6. 귀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 세액공제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 자녀당 $3,000 혹은 $3,600 모두를 신청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가 

2021년에 반이상 미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RS가 지급한 선급금은 내년 2021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액수를 초과 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 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확인하세요. 
 
Q G7. 적격 자녀에 대해 하나 이상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지만 해당 자녀가 자신의 다른 부모와 함꼐 살기 

위해 2021년 3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7. 다음의 조치 중 하나를 했어야 합니다. 
 

• 납세자가 2021 자녀 세액공제를 위해 해당 아동을 신청해도 좋다는 적격 자녀의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의 다른 부모가 서명한 양식 8332,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 의해 자녀 면제 공제 

청구의 해제/철회(영어)를 받아서 이 양식을 2021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8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8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83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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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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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7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332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332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332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332


 
 

•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을 취소하기 위해 혹은 IRS에 제출한 자녀 세액공제 정보에서 해당 자녀를 

제외하려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 사용을 고려하세요. 결과적으로 향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는 자녀의 취소 혹은 제외를 고려하여 감소될 것입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 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의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내년 2021 세금 신고서 때에 해당 아이에 기반하여 지원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총액을 IRS에 재납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반년 이상 귀하와 함깨 살고 있는 아이가 

적격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그들은 더이상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와 주제 M: 자주 묻는 공동 

양육권 질문을 확인하세요. 
 
Q G8. 내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였다고 신고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었을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8.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라고 신고했다면, IRS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신분 도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Q G9. 내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라고 의심이 된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2년 1월 11일 변경) 

A9. 본인이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금 관련 신분 도용 문제를 IRS에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양식 14039, 신분 도용 진술서(영어) 를 

IdentityTheft.gov(영어)이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IRS에 통보합니다. 
 
귀하의 신분 도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IRS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에 신청할 

적격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 제출시에 

해당 자녀에 대한 허용된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G10.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기위해 무엇을 해야 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0. IRS는 귀하의 2020 혹은 2019 세금 신고서 또는 2020년에 IRS.gov에서 경제 충격 지원금 등록을 위해 미 제출자 

도구에 입력한 정보 혹은 적격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에 입력한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자동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올해 혹은 지난해에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면 그리고 귀하가 지난해에 경제 충격 지원금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2022세금 신고 기간에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받지 못한 어떤 액수에 대해서도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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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4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4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4
https://www.irs.gov/ko/newsroom/taxpayer-guide-to-identity-theft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71
https://www.irs.gov/pub/irs-pdf/f14039.pdf
https://www.irs.gov/pub/irs-pdf/f14039.pdf
https://www.identitytheft.gov/unemploymentinsurance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68


 
Q G11. 왜 저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월지급이 우편으로 종이 수표가 지급되었나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11. IRS가 직접 입금으로 지원금을 보낼 귀하의 은행 계좌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에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우편으로 종이 수표를 이용해 보냅니다. 
 
또한 폐쇄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은행 계좌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귀하의 지원금을 종이 수표로 

우편을 이용해 보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은행 계좌 정보를 출하거나 업데이트 하즌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참조하세요.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 
 
Q H1. 저의 2021 소득 신고서에 자녀 세금 공제 선급금과 자녀 세금 공제 내역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나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1.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때 다음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과 

2. 2021 세금 신고서에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 
 
과잉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초과하였다면2021 세금 신고서 

제출시에 자녀 세액공제의 잔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금액: 2021년 과세 연도에 정당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초과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된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IRS에 상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에 IRS는 서신 6419를 보내서 2021년 지급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수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한 이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때 이 서한을 참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H2 저의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총액이 저의 2021 자녀 세액 공제 총액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2.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은 2021 과세 연도에 대해 정당하게 허가된 자녀 세액공제의 IRS 

추정액에 기초합니다. 법적으로 이 추정치는 정보의 두개의 주요 출처에 기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020세금 신고서 혹은 이가 없다면, 2019년 세금 신고서, 그리고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g-receiving-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596706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q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q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q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6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6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6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64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64


 
 

2. 2021년 내내 자녀 세액공제 정보를 IRS에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021년에 IRS에 제출한 모든 업데이트된 정보로 적격 자녀 수의 변화, 

소득의 변화, 납세자 구분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가족과 삶의 상황은 주어진 한 해 동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과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의 예입니다. 
 

• 납세자와 함께 사는 적격 자녀는 2021년 동안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고 2021년 과세 연도의 반 이상 다른 

개인과 살았다. 

• 2021년에 소득이 증가. 

• 2021년에 납세자 구분의 변화. 

• 2021년에 반 이상 동안 미국 외의 주요 거주지에서 반년 이상 살았던 경우. 
 
이와 같이 평범한 가정 및 삶의 변화의 결과로, 2021년 세금 신고서 때에 정당하게 허용된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초과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의 정의를 포함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위한 저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참조하세요. 
 
Q H3.만약 제 2021 소득 신고서에 적용된 자녀 세액 공제 총액보다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지불받은 액수가 더 

큰 경우, 그 초과액을 국세청에 반환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4.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제 H에 설명하고 있는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라면, 과잉 액수의 일부 혹은 전부의 

상환에 대해 면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 아니라면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총 과잉 금액을 

추가 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추가 소득세는 환급 금액을 감소 시키거나 2021년에 총 세금 납부금액을 증가 

시킬 것입니다. 
 
Q H4. 제가 2021년 소득에 기초하여 신청자에 대한 상환 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2년 2월 1일 업데이트) 

A4. 2021년 소득 신고서의 내역에 따른 신고 상황에 기초하여, 귀하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AGI)이 아래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상환 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세금 신고서 시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아래 목록에 액수 이상이면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인하는 경우, 혹은 적격 미망민으로 제출한배우자와 사별한 적격인의 

경우 $120,000; 

• 세대주로서 신고제출한 경우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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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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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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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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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6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6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6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59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59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59


 
•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80,000. 

 
수정된 AGI의 정의에 대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확인하여 주십시오하세요. 
 
Q H5.제가 2021년 소득에 기초하여 신청자에 대한 상환 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5. 2021년 동안 반년 이상 주요 거주지가 미국에 있었고 2021년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2021 세금 신고서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다음 액수 이하이면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면 과잉 지원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한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한 경우 $60,000; 

• 세대주로서 제출한 경우 $50,000 

•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40,000.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이 액수를 초과하였거나 2021년 동안 반년 이상 주요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었다면 

상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참조하십시오. 수정된 AGI의 정의에 대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Q H6.만약 제가 상환 보호 자격 대상이라면, 상환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6.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라면, 과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인한 세금 채무의 액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서 총 상환 보호 금액까지 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총 상환 보호 액수는 다음에서 $2,000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 IRS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초기 추정을 결정할 떄 고려한 적격 자녀의 수, 뺴기 

• 2021 세금 신고서에 허용된 자녀 세액공제 금액에서 올바르게 고려한 적격 자녀의 수. 
 
예: 2020 세금 신고서에 적격 자녀 3명을 올바르게 신청했지만, 2021년 세금 신고서에는 적격 자녀로 오직 한명만 

신청했습니다. 자격 대상일 경우 $4,000까지 상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각 적격 자녀에 대해 $2,000).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2021 세금 신고서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다음의 액수 미만이라면 각 과잉 적격 

자녀에 대해 $2,000의 완전 상환 보호액수를 각 과잉 적격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한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한 경우 $60,000; 

• 세대주로서 제출한 경우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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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5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5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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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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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53


 
 

•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40,000. 
 
수정된 AGI의 정의에 대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Q H7.저의 조정된 수정 총소득(AGI)이 총액 상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정된 수정 총소득의 기준액보다 높다면,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상환 보호 액수가 감소할까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7. 네.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2021 세금 신고서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다음 액수 보다 얼마나 더 큰지에 

따라 상환 보호 액수는 감소될 것입니다.: 
 

•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한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한 경우 $60,000; 

• 세대주로서 제출한 경우 $50,000 

•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40,000. 
 
해당 상환 보호 액수는 조정된 수정 총소득 (AGI)이 위의 액수를 초과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삭감--혹은 감소--

됩니다. 상환 보호 액수는 $0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 액수는 조정된 수정 총소득이 2021 세금 신고서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한 액수를 초과하면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한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한 경우 $120,000 
 

• 세대주로서 제출한 경우 $100,000, 혹은 

•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80,000. 
 
예: 2020 과세 연도에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3명의 적격 자녀에 대해 올바르게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IRS는 이 적격 자녀들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총액을 추정합니다. 하지만 수정된 AGI가 

$75,000인 2021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를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신청합니다. - 

따라서 두 명의 과잉 적격 자녀가 발생합니다. 수정된 AGI $75,000은 적용가능한 수정된 AGI 최대치 $60,000를 25% 

초과합니다. $4,000의 상환 보호 총금액 (각 과잉 적격 자녀에 대해 $2,000)의 가능성은 25% 감소하여 $3,000이 

됩니다. 
 
Q H8. 제가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초과금때문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지만, 2021 소득 신고에 따른 

신고로 미납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8. 과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다수의 개인들은 예상되는 연방 세금 신고서에 감소를 통해 

미납금을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급 과잉에 의한 미납금이라면, IRS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지불가능한 

액수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논의합니다. 해당 미납금에 대한 납부 협의 절차는 다른 미납 세금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전의 연방 소득세 채무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납부 옵션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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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8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8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8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6
https://www.irs.gov/ko/payments


 
Q H9 국세청은 제가 저의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지불액을 2021년 소득 신고서에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나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9. 네. 2022년 1월에 IRS는 서신 6419를 보내서 2021년 지급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수를 알려줍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한 이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2022년 세금 신고서 제출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하게 될 때 이 서신을 참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신은 서신의 우편 날짜를 기준으로 저장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의 

주소 이거나,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 또는 미국 우체국 (USPS)을 통해 업데이트한 주소일 것입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확인하세요. 
 
Q H10. 나의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탈에는 환급금이 발행되었다고 뜨는데, 제가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2월 1일 추가) 

A10.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탈에서 환급금 내역을 다시 살펴보시고 지불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으신 적 없고 환급금을 돌려주신 적도 없다면, 국세청에 자금 이동 내역 확인을 

요청해 주십시오. 만약 환급금을 받지 않으셨거나 국세청에 반환하신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 기록이 

업데이트되며 귀하의 소득 신고서에 신고할 자녀 세금 공제 선급금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 2021년 세금 보고서에서 자녀 세금 공제로 누락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 가능한 한 빨리 800-908-4184로 국세청에 연락해 

주십시오.  국세청에 전화하실 때에는 누락된 금액에 관한 지불 날짜, 방법, 상태, 자녀 세금 공제 업데이트 포탈에 

표시된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만 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I: 미국령 거주자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Q I1. 푸에르 토리코에 살고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을 받는데 적격이었을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아니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은 아니었지만, 아래의 양식에서 적격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 양식 1040-PR(영어) 

• 2021 양식 1040-SS(영어) 

• IRS에 제출한 기타 양식1040 시리즈 
 
추가적인 정보는 IRS.gov를 방문하여 양식 1040-PR(영어) 또는 양식 1040-SS(영어)를 확인하십시오. 또는 1040 

시리즈의 다른 양식을 IRS에 제출했다면 스케줄 8812 (양식 1040)(영어) 및 스케줄 8812 지침(영어)을 참조하세요. 
 
Q I2.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경우, 2021년 어떻게 자녀 세액공제가 변경되었을까요? (2021년 6월 14일 )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4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4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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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f-updating-your-child-tax-credit-information-during-2021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collapseCollapsible1650472987142
tel:800-908-4184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i-us-territory-residents-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068597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pr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pr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ss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ss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pr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pr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ss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ss
https://www.irs.gov/forms-pubs/about-schedule-8812-form-1040
https://www.irs.gov/forms-pubs/about-schedule-8812-form-1040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s8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s8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i-us-territory-residents-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068589


 
 
A2. 2021년 말에 6세에서 17세 사이 자녀에 대해 2021년 최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2,000에서 $3,000 그리고 5세 

이하의 경우 $3,600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근로 소득이 없거나 미국 사회 보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 3명 보유 요구사항은 2021년부터 삭제 되었으며, 자녀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아래의 신고서에 오직 한 명의 적격 자녀만 있으면 됩니다. 
 

• 2021 양식 1040-PR(영어) 

• 2021 양식 1040-SS(영어) 

• IRS에 제출한 기타 양식1040 시리즈 
 
Q I3. 미국 사모아, 북 마리나 제도, 괌 혹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2021자녀 세액공제가 변경되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미국령 세금 기관을 통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한 선급금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세금 기관에 연락하세요. 
 
Q I4. 자유 연방 국가(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중 한 곳의 시민 혹은 거주민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에 자격이 되었을까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이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자유 연방 국가들의 시민 혹은 영주 신분 자체로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혹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요 거주지가 과세 연도에 반년 이상 있었다면, IRS의 자녀 

세액공제에 적격이며 해당 공제의 선급금의 자격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라면, IRS의 자녀 세액공제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모아, 북 마리나 제도, 괌 혹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면, 미국령 세금 기관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다른 변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세금 기관에 연락하세요. 
 

2021년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J: 선급금 등록 취소 
 
Q J1. 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 취소를 했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환급액에 비해 예상 납부액이 큰 경우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개인 납세자는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등록 취소를 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납세자는 그들이 2021년 세금 신고를 제출할 때 

기대되는 환급보다 내야할 세금의 액수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등록을 철회하기 원합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pr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pr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ss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ss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i-us-territory-residents-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06858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i-us-territory-residents-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06858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i-us-territory-residents-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06858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i-us-territory-residents-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06858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i-us-territory-residents-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06858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i-us-territory-residents-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06858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j-unenrolling-from-advance-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185915


 
개인 납세자가 수령한 이 지원금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에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선급금이었습니다. 이 세액공제가 선불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 수령한 모든 금액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신청하는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감소시킵니다. 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인해, 납세자의 환급 

금액이 감소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납세자들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을 취소하고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세액공제 총액을 신청하여 국세청(IRS)에 미납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J2. 등록 취소하거나 은행 계좌을 변경하기 위한 기한은 언제까지였습니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선급금을 받지 않기 위해, 혹은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포털(CTC UP)을 통해 은행 계좌 정보 변경은 다음 달 첫 

번째 목요일 동부 표준시 오후 11:59의 3일 전까지 취소 및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 한달에 대해서 일단 철회되면, 다음 달에는 철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의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급 월 등록 취소 기한 지급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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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j-unenrolling-from-advance-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185910


 
 
Q J3. 등록 취소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IRS가 납세자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을 때까지 다음 예정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Q J4.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등록 철회 처리가 완료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최대 휴일 포함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의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Q J5. 재등록 할 수 있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5.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의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Q J6.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한다면, 저의 배우자도 등록 철회가 되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6. 네. 등록 철회는 국세청에 등록 철회한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Q J7. 저의 배우자는 등록 취소를 하고 저는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7. 자신은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로 배우자와 함께 받았을 금액의 반을 받았을 

것입니다.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및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 - 주제 K: 선급금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 
 
Q K1. 저의 신분 인증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년 6월 22일 추가) 

A1.국세청(IRS)은 본인이 바로 본인이라는 사실-즉 본인을 사칭하는 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민감한 

계정 정보에 접근을 허용합니다. 신분 인증은 납세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간직하도록 하고 사기와 신분 도용을 

예방합니다. 
 
Q K2. 저의 신분을 어떻게 인증하나요? (2021년 6월 22일 추가) 

A2.새로운 사용자는, 반드시 IRS에서 ID.me 계정을 생성하고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ID.me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trusted credential) 서비스 제공업체로 IRS.gov 로그인 서비스를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ID.me는 최첨단의 신분 인증 기술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신분을 쉽고 빠르게 인증합니다. ID.me와 IRS의 인증 

절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가입 및 새로운 계정 생성(영어)을 확인하세요.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j-unenrolling-from-advance-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18590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j-unenrolling-from-advance-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185905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j-unenrolling-from-advance-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18590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j-unenrolling-from-advance-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18590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j-unenrolling-from-advance-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18589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9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94
https://sa.www4.irs.gov/secureaccess/ui/?TYPE=33554433&REALMOID=06-0005eaac-e22a-10b8-928e-7c2b0ad00000&GUID=&SMAUTHREASON=0&METHOD=GET&SMAGENTNAME=-SM-u0ktItgVFneUJDzkQ7tjvLYXyclDooCJJ7%2bjXGjg3YC5id2x9riHE98hoVgd1BBv&TARGET=-SM-http%3a%2f%2fsa%2ewww4%2eirs%2egov%2fctc%2f
https://sa.www4.irs.gov/secureaccess/ui/?TYPE=33554433&REALMOID=06-0005eaac-e22a-10b8-928e-7c2b0ad00000&GUID=&SMAUTHREASON=0&METHOD=GET&SMAGENTNAME=-SM-u0ktItgVFneUJDzkQ7tjvLYXyclDooCJJ7%2bjXGjg3YC5id2x9riHE98hoVgd1BBv&TARGET=-SM-http%3a%2f%2fsa%2ewww4%2eirs%2egov%2fctc%2f


 
IRS에 기존 계정을 갖고 있다면 보안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보안 코드를 다중 인증(MFA) 절차의 

일환으로 입력합니다. 기존의 주 정부 혹은 연방 기관의 ID.me 계정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MFA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Q K3. 제가 18세 미만 이어서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금 관리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3. ID.me 인증은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가능합니다. 17세 이하의 경우 월 지급금을 철회하기를 선택하고 싶다면 

IRS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Q K4. ID.me가 저의 정보를 보관하나요? (2021년 6월 22일 추가) 

A4. 네 연방 기준의 자격 증명 서비스 제공 업체인 ID.me에게 개인 정보의 보관이 요구됩니다.  ID.me 는 모든 

민감한 데이터를 다른 금융 기관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보호합니다. 
 
Q K5. 내 신분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9월 17일 업데이트) 

A5. 본인이 새로운 사용자라면 IRS에서 반드시 Id.me 계정을 만들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ID.me 지원 

사이트(영어)에서 ID.me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ID.me 는 IRS.gov 로그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엄선된 신뢰할 만한 서비스 제공업체 입니다. 
 
온라인계정과 같은 기타 서비스에 사용하는 IRS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에 

로그인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은 본인의 개인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서신 6416(영어))  자격 대상일 수도 

있다는 IRS에서 보낸 서신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했을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Q K6. 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IRS에 전화했을때, 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어떠한 정보 업데이트를 IRS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2021년 8월 19일 추가) 

A6. 본인의 주소를 업데이트하거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부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 

변경과 같은 기타 본인 정보 업데이트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 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Q K7. 저는 “A condition has been identified that’s preventing your access to this service” (이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막고 있는 조건을 발견하였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2021년 8월 27일 추가)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89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89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89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8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84
https://help.id.me/hc/en-us/categories/1500002213102
https://help.id.me/hc/en-us/categories/1500002213102
https://help.id.me/hc/en-us/categories/1500002213102
https://www.irs.gov/ko/payments/your-online-account
https://www.irs.gov/pub/irs-utl/l6416sample.pdf
https://www.irs.gov/pub/irs-utl/l6416sample.pdf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8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8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8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7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77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k-verifying-your-identity-to-view-your-payments#collapseCollapsible1647966217477


 
 
A7. ID.me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 후 “A condition has been identified that’s preventing your access to this service” 

(이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막고 있는 조건을 발견하였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세지가 

보일 경우 나중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메세지가 보일 경우 이는 귀하가 온라인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본인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서신 6416(영어))  자격 대상일 수도 있다는 IRS에서 보낸 서신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했을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L: 자주 묻는 공동 양육권 질문 
 
Q L1. 제 자녀의 다른 부모와 저는 자녀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지 국세청은 어떻게 결정했나요? (2022년 1월22변경) 

A1. 국세청(IRS)은 귀하의 2020년 혹은 국세청에서 귀하의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세금 신고서 정보를 기반으로 2021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즉, 귀하가 2020년 

신고서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다른 부모가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했다면, 그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신고서 (2022년 4월 마감인)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 IRS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 매월 지급 수령 등록을 철회했어야 합니다. 

2021년에  매월 지급을 수령했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 시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시 바뀌어 2021년 자녀 세액공제를 귀하가 청구할 자격이 된다면 ,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들은 12월에 지급된 월 지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Q L2. 자녀의 다른 부모와 나는 연방 소득세에 관하여 짝수 해에는 제가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홀수 해에는 

다른 부모가 청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했습니다. 저의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IRS가 2021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저에게 

지급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본인은 알고 있더라도 귀하가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했으므로 국세청은 자동으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귀하에게 지급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utl/l6416sample.pdf
https://www.irs.gov/pub/irs-utl/l6416sample.pdf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2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2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2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18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18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18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18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18


 
2021년 귀하의 세금 신고서 제출 시(2022년 4월 마감인),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선급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환 보호 자격이 있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 상환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확인하세요.   
 
만약 귀하가 2021년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 경우, IRS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 매월 지급 수령을 등록 철회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시 바뀌어 2021년 자녀 세액공제를 귀하가 청구할 자격이 있을 경우,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들은 12월에 지급된 월 지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Q L3. 저의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자녀 세액공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 11일 추가) 

A3. 네.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2021년 귀하의 세금 신고 시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가 선급금 수령을 등록 철회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 청구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주제 M: 자주 묻는 이민 관련 질문 
 
Q M1. 저는 사회 보장 번호 (SSN)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IRS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네. 귀하 - 와 귀하의 배우자는, 부부 공동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 (SSN)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소지하고 있어야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0년 혹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정확한 SSN이나 ITIN을 사용한 경우에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자격이 되었습니다.(2020년에 IRS.gov에서 미 제출자 도구 혹은 2021년에 IRS.gov에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비 

제출자 등록 도구를 통해 제출된 신고서 포함).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미국 내 취업에 유효한 SSN을 소지한 각 적격 자녀에 대해 지급되었습니다. 
 
Q M2. 저의 자녀가 사회 보장 번호 (SSN)를 갖고 있어야 내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2022년 1월 

11일 변경)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h-reconciling-your-advance-child-tax-credit-payments-on-your-2021-tax-return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1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1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l-commonly-asked-shared-custody-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25511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4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4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42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39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39


 
 
A2. 네.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선, 귀하의 해당 자녀가 반드시 취업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의 자녀가 취업에 유효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Q M4. 2021 자녀 세액공제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것이 내 이민 상태나 영주권 취득 능력에 영향을 

주나요? (2021년 8월 19일 추가) 

A4.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혹은 다른 연방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귀하의 

이민 상태, 영주권 취득 능력, 향후 이민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방 세액공제의 사용은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의한 "public charge" (공공복지) 결정의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Q M5. 저의 자녀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DACA)의 대상자로서, 저의 적격한 자녀에 대해 2021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거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까?(2022년 1월 11일 변경) 

A5. 아닙니다. DACA 유무는 귀하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귀하는 해당 자녀에 대해 2021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Q M6. 자녀가 DACA 대상자입니다. 그래도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8월 19일 추가) 

A6. 네. 귀하의 자격은 귀하의 자녀가 DACA 대상자라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취업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갖고 있고, 귀하와 자녀가 모든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하는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주제N: 선급금 반환 
 
Q N1. 제가 계좌 이체 혹은 종이 수표로 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1. 귀하는 아래 설명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선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이 수표였고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다면: 
 

• 수표의 뒷면에 배서란에 "Void" (무효)라고 씁니다. 무효 재무부 수표를 아래 목록에 있는 적절한 IRS 지역 

사무소로 보냅니다. 스테이플러를 찍거나, 접거나, 클립을 끼우지 마세요.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3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3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33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3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3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30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2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2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m-commonly-asked-immigration-related-questions#collapseCollapsible164796633142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n-returning-a-payment#collapseCollapsible1647966391586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2021-child-tax-credit-and-advance-child-tax-credit-payments-topic-n-returning-a-payment#collapseCollapsible1647966391586


 
• 무효화된 수표와 함께, 이 수표를 반환하는 이유가 적힌 개별적인 간단한 수기로 쓴 설명을 동봉하세요. 

여기에는 귀하가 향후 월별 자녀세액 공제 선급금 철회를 원하는 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이 수표였고 이를 현금화했다면, 혹은 지원금이 계좌이체로 들어왔다면: 
 

• "U.S. Treasury" (미국 제무부)를 수취인으로 개인 수표 혹은 우편환을 아래 목록에 있는 적절한 IRS 주소로 

보냅니다. 메모란에 "Advance CTC"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라고 쓰고 수표를 받은 사람의 사회 보장 

번호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쓰세요. 

• 귀하의 개인 수표 혹은 우편환과 함께 지원금을 반환하는 이유를 쓴 개별적인 간단한 수기로 쓴 설명을 

동봉하세요. 여기에는 귀하가 향후 월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철회하기를 원하는지 포함해야 합니다. 
 
주별로 사용할 수 있는 IRS 우편 주소입니다. 
 

다음 도시에 살고 있다면…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Andover Internal Revenue 
Service 
310 Lowell St. 
Andover, MA 01810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버지니아 

Atlanta Internal Revenue 
Service 
4800 Buford Hwy 
Chamblee, GA 30341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텍사스 

Austin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 

뉴욕 Brookhaven Internal 
Revenue Service 



 
 

1040 Waverly Ave. 
Holtsville, NY 11742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뉴멕시코, 오래건,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Fresno Internal Revenue 
Service 
3211 S Northpointe Dr. 
Fresno, CA 93779 

아칸소, 코네티컷, 델라웨어, 인디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저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Kansas City Internal 
Revenue Service 
333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Memphis Internal Revenue 
Service 
5333 Getwell Rd. 
Memphis, TN 38118 

콜롬비아 특별 구, 아이다호,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Philadelphia Internal 
Revenue Service 
2970 Market St. 
Philadelphia, PA 19104 

해외 국가, 미국령(Possession, territory) 혹은 APO나 FPO주소를 사용하거나 양식 2555 

혹은 4563을 제출하거나 이중 신분 체류 외국인 

Austin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 

 
 
IRS-FAQ 


	이 자료는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2021년 세금 신고를 준비하고 제출할 때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공제를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질문 4를 수정하고 새로운 질문 10, 주제 H: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추가합니다.
	이 FAQ는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FAQ는 특정 납세자의 특정 사실 및 상황을 다루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검토 시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FAQ는 국세청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FAQ가 특정 납세자의 케이스에 적용되는 법률의 부정확한 진술로 판명된 경우, 해당 법률이 납세자의 조세 채무를 통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이러한 FAQ에 의존하는 납세자는 과징금 또는 기타 정확성 관련 벌금을 포함하여 과세 과소납부로 귀결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제 사유 기준을 제공하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FAQ를 변경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FAQ에 대한 추후 업데이트 또는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전 버전에 의존했던 납세자가 나중에 필요할 경우 해당 버전을 찾을 수 있도록 IRS.gov에서 이전 버전의 FAQ를 유지 관리합니다.
	의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FAQ는 IR-2022-22에 발표되었습니다.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배경 
	자녀 세액 공제에는 많은 가족이 선급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RPA)은 2021년도에 한해 자녀 세액 공제(CTC)를 확대합니다. 
	다음은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이며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IRS.go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 전화 상담원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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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B: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및 2021년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자격
	 주제 C: 2021년 자녀 세액공제 계산
	 주제 D: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계산
	 주제 E: 자녀 세액 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
	 주제 G: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받기
	 주제 H: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
	 주제 I: 미국령 거주자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주제 J: 선급금 등록 취소
	 항목 K: 선급금 보기를 위한 신분 확인
	 항목 L: 자주 묻는 공동 양육권 질문
	 주제 M: 자주 묻는 이민 관련 질문
	 주제 N: 지급금 반환하기

	2021년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A: 일반 정보
	Q A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이란?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납세자가 2021 세금 신고서를 2022년 신고 기간에 정당하게 신고한 자녀 세액공제의 추정액 50%를 국세청(IRS)에서 조기 지급하는 것입니다. IRS가 납세자의 2020년 세금 신고서 혹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67월 말 이전에 처리했다면, 이 월별 지원금은 2021년 7월에 시작하여 2021년 12월까지, 신고서 정보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참고: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는 환급 대상이 아닌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IRS 스케줄 8812(양식 1040)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 가족 공제(영어)를 참조합니다.
	Q A2.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2020 세금 신고서, 혹은 2019 세금 신고서 (2020년에 IRS.gov에서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한 미 제출자 도구 (Non-Filer) 에 입력한 정보 혹은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를 포함하여)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자격대상이었다면,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해당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 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 그리고 주제 E: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을 확인하세요.
	Q A3.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소득이 필요한가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필요 없습니다. 소득이 $0이라고 하더라도, 자격이 되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세요.
	Q A4.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2020 세금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2020 세금 신고서를 위해 미 제출자 도구, IRS 무료 신고, 혹은 무료 신고 작성 양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인증받은 공인 회계사, 등록 중계인, 변호사 등 세금 신고서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소득세 신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여러 세금 신고서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를 방문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월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A5.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수령을 원치 않았다면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5. 매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2021 세금 신고서 때에 전체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2021 과세 연도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에 적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CTC UP)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확인하십시오.
	Q A6. IRS에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지급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2년 1월 11일 변경)
	A6. 국세청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7월 15일에 지급 시작합니다. 이후에 지원금은 2021년 12월까지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지급된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주제 E: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을 참조하세요.
	Q A7. IRS에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해서 지급 이전에 나에게 연락을 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7. 연락했습니다. 2021년 6월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서신 6417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납세자에게 추정 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액을 알려줍니다. 이 서신은 또한 수령자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Q A8.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자격 대상이 되려면? (2022년 1월 11일 변경)
	A8. 적격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 — 혹은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 해당 해에 반년 이상 미국의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지는 일상적으로 사는 어떤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는 집, 아파트, 이동 주택, 보호소, 임시 숙소 등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과세 연도에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영구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교육, 사업, 휴가, 혹은 군복무 등으로 주거지를 일시적을 떠났다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자녀 세액공제 적격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참조하세요.
	자신의 소득액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Q A9.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것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 동안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나의 환급을 지연시키게 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9. 아니오. 하지만, 2021연방세 신고서에 귀하가 적격인 자녀 세액 공제액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적절하게 일치시키지 못했다면, 국세청에서 귀하의 신고서의 처리는 지연될 것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2021년 세금 신고서에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와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참조하세요.
	Q A10. 2021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과세 대상입니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10. 아니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2021년 과세 연도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은2021 IRS의 자녀 세액공제 추정액에 기초하였습니다. 만약 자녀 세액 공제 총액이 2021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보다 크다면, 2022 세금 신고 기간에 2021년 세금 신고에 초과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정당하게 신청한 두 명의 적격 자녀에 대해 수령했지만 2021년에 자녀가 더이상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상환 보호에 대한 적격이 아니라면 적격 자녀에 기초하여 받은 선지급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은 2021년 소득세에 추가됩니다. 상환 보호에 적격인 납세자와 어떻게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과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어떻게 일치 시키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 등록 철회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에 지급된 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CTC UP)을 통해 등록 철회할 수 있습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확인하세요.
	Q A11. IRS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한 서신을 보내 제가 정확한 자녀 세액공제 액수를 2022년 세금 신고 기간동안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1. 네. 2022년 1월에 IRS은 서신 6419를 보내서 2021년 지급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수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한 이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2022년 세금 신고서 기간에 2021 세금 신고를 하게 될 때 이 서한을 참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한과 어떻게 선지급 자녀 세액공제 자신의 2021년 자녀 세액공제와 함께 일치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확인하세요.
	Q A12.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납세자가 받는 정부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2. 아니오. 자신 혹은 타인이 헤택이나 지원에 적격인지, 자신 혹은 타인이 혜택이나 얼마나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주 혹은 지역의 프로그램에서 연방 자금으로 전체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소득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들 또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12개월 수령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Q A13. IRS에 전화하거나 나의 세금 소프트웨어 제공사에 연락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위해 나의 은행 계좌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13. IRS는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IRS에 제공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IRS.gov에서 제공합니다.
	CTC UP은 등록 철회에 의한 현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받지 않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은행 계좌 정보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 p.m. 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15일에 예정된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Q A14.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련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4.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와 돈을 빼내려는 사기꾼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RS은 처음 연락 할 때 이메일, 문자메시지, 혹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개인 혹은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심지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과 관련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혹은 자녀 세액공제 환급금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있다는 첨부 파일이나 링크를 주의하세요.
	만약 의심스러운 IRS 관련 이메일을 받았다면, 피싱 및 온라인 사기 신고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Q A15.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뉴스를 나의 지역 사회 내에 알리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5. 국세청은 소셜 미디어, 이메일 등의 방법 등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와 정보를 공개합니다. IRS은 고용주, 지역 단체, 비영리 집단, 협회, 교육 단체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누구라도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과세 연도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적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자료 및 지침(영어)에서 공유할 정보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2세금 신고 시즌에 앞서, 국세청은 2021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귀하가 적격인 2021 자녀 세액공제액에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의 2021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액과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한 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참조하세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월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A16. 언제부터 내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6. 11월29일 동부시 11:59 p.m. 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지급된 월 선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적격 자녀의 수 혹은 신고 지위는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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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
	Q B1. 어떤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자격 대상이었나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적격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자격이 됩니다. 또한 자신 — 혹은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 해당 연도에 반년 이상 미국의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요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거주지는 일상적으로 사는 어떤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집, 아파트, 이동 주택, 보호소, 임시 숙소 등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과세 연도에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영구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교육, 사업, 휴가, 혹은 군복무 등을 이유로 주요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났다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달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1 세금 신고서를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액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확인하세요.
	Q B2. 2021년 자녀 세액공제에 대하여 "적격 자녀" 요건이 변하였나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2. 네.
	Q B3. 2021 자녀 세액공제를 위한 "적격 자녀"는 누구입니까?(2022년 1월 11일 변경)
	A3. 2021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자녀는 2022년 1월 이전에 18세가 되지 않은 개인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개인은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혹은 이들의 부양가족(예를 들어 손자녀, 질녀, 조카)입니다.
	2. 개인은 2021년에 자신의 지원의 반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3. 과세 연도 2021년의 2분의 일 이상 납세자와 함께 산 개인. 이 요건의 예외에 대해IRS 간행물 972, 자녀 세액공제와 기타 부양가족 공제를(영어) 참고하세요.
	4. 개인은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적절하게 신청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개인을 적절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IRS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정보 제출(영어) 을 확인하세요.
	5. 개인은 과세 연도 2021동안에 개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원천 소득세 혹은 추정세의 환급만을 신청할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입니다.
	6. 개인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거주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IRS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영어)를 참조하세요.
	Q B4.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에 적격이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4. 자신 — 혹은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했다면 자신의 배우자 — 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 (SSN)가 있어야 하거나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가 있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SSN혹은 ITIN을 2020 세금 신고서 또는 2019 (2020년 IRS에 미 제출자 도구에 정보를 입력했을 때를 포함) 세금 신고서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미국에서 고용에 유효한 SSN을 가진 적격 자녀에 대해 지급 받았습니다.
	Q B5. 고용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2021년 6월 14일 추가)
	A5. 적격 자녀에 대해, 유효한 SSN은 미국에서 고용에 유효한(영어) SSN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1년 세금 신고서 (연장을 포함하여)기한 이전에 사회보장국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SSN을 받았을 때, 미국 시민이었다면 미국에서 고용이 유효합니다. "고용 불가"가 개인의 사회 보장 카드에 인쇄 되었다면 그리고 개인의 이민 상태가 변경되어 개인이 이제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새로운 사회 보장 카드(영어)를 SSA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 사회 보장 카드에 "국토안보부(DHS) 인증 근로에만 유효"가 표시되었다면, 개인은 국토 안보부 인증이 유효한 동안은 필요한 SSN을 가진 것입니다.
	Q B6. 2021년 적격 자녀가 사망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었나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6. 네. 자신의 적격 자녀가 2021년 언제든 살아 있었고, 살아 있는 동안 2021년에 반이상 함께 살았다면,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해당 자녀는 적격 자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격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게될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1 세금 신고서를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B7.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7.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자격 도우미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B8. 선급금이 지급되었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 6월 21일 추가)
	A8. 아래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지원금을 추적하기 위해 지원금 상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 외에는 국세청은 지원금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입금일 이후 5일 그리고 은행에서 선급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함.
	 표준 주소로 수표 우편 지급 이후 4주.
	 우편 지급된 후6주 지났으며 지역 우체국에 배송 주소가 있는 경우.
	 우편 지급된 후9주 지났으며 해외 주소가 있는 경우
	지급 추적을 시작하기 위해 양식 3911, 납세자 환급 명세서(영어)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
	Q C1. 2021년 자녀 세액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2021 과세 연도에 자녀 세액공제는 적격 자녀당 $2,000에서  
	 2021년 말에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3,600, 그리고
	 2021년 말에 6~17세 자녀에 대해 $3,000로 증가하였다. 
	참고: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500 비환급 세액공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 IRS 간행물 972, 자녀 세액공제 및 기타 부양 가족 공제(영어)를 참조하세요.
	Q C2. 나의 자녀 세액공제액이 나의 2021 소득 액수에 기초하여 감소할 수 있을까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2. 네. 자녀 세액공제는 수정된 2021년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에 기초하여 두 개의 다른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첫 번째 단계 감소는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당 $2,00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감소 단계는 5세 미만의 적격 자녀에 대해 $1600 인상 분을 감소 시킬 수 있고, 2021년 말에 6~17세인 적격 자녀에게는 $1,000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감소는 남아 있는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당 $2,000 미만으로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를 낮추는 수정된 AGI 액수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Q C4 및 Q C5를 참조하세요.
	Q C3. 수정된 AGI란? (2021년 6월 14일 추가)
	A3.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위해, 자신의 수정된 AGI 는 자신의 조정 총소득(AGI) (2020 IRS 양식 1040의11항 혹은 귀하가 2020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19 IRS 양식 1040의 8b항)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다음의 액수를 더한 것입니다.
	 2020 혹은 2019 IRS 양식 2555, 해외 근로 소득(영어)의 45항 혹은 50항에 액수.
	 푸에르토리코 혹은 미국령 사모아로부터 받았기 떄문에 총소득으로부터 제외된 액수.
	위의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정된 AGI는 원래의 AGI와 같습니다.
	Q C4. 첫 번째 단계 감소에서 2021년 자녀 세액공제를 자녀당 $2,000까지 어떤 식으로 감소 할까요?(2021년 6월 14일 추가)
	A4.자녀 세액공제는 수정된 2021 AGI가 다음의 액수를 초과한다면 자녀당 $2,000까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부부 공동 제출인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 혹은 홀아비로 신고한 경우 $150,000
	 세대주로서 신고한 경우 $112,500, 혹은
	 미혼이거나 부부 개별 제출의 경우 $75,000.
	첫 번째 단계적 감소는 수정된 AGI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위의 소득 한도 $1,000를 초과할 때마다 자녀 세액공제가 $50씩(혹은 그러한 비율로) 감소합니다. 
	Q C5. 두 번쨰 단계적 감소는 남아 있는 자녀 세액공제 $2,000을 어떻게 감소 시키나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5. 자녀 세액공제는 수정된 2021 AGI를 초과하게되면 자녀당 $2,000 미만으로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한 경우 $400,000, 혹은
	 그 밖의 모든 신고 지위에 대해 $200,000.
	두 번째 단계 감소는 수정된 AGI가 위의 소득 한도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액수에 $1,000를 초과할 때마다 자녀 세액공제 $50씩(혹은 그러한 비율로) 감소 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D: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계산
	Q D1. 나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2022년 1월 11일 추가)
	A1.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를 2022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자격이 되는 자녀 세액공제의 액수를 추정하여 결정했습니다.
	납세자의 처리된 2020 세금 신고서에 나와 있는 정보에 (2021 자녀 세액 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 포함)기초합니다. IRS가2021년 7월 이후 어느 달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결정했을 때 납세자의 2020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IRS은 2019년 소득 신고서에 나타난 정보에 기초하여 (2020년 IRS.gov 미 제출자 도구에 입력된 정보를 포함하여) IRS는2021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추정할 것입니다. IRS가 2020 소득신고를 일단 처리하고 나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다시 계산하고 남아 있는 월 지원금을 조정할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월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는 비환급 기타 부양가족 공제 $50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는IRS 간행물 972, 자녀 세액공제 및 기타 부양 가족 세액공제(영어)를 참조하세요.
	Q D2. 적격인 개인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얼마나 받게될까? (2022년 1월 11일 추가)
	A2. 적격 개인의  총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는 해당 개인의 추정된 2021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의 반과 같습니다. 이 총액은 선지급 지원금을 매월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5세 미만의 적격 자녀의 각각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격 개인은  $300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3,600의 반인 $1,8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적격 개인에게 6개월간 $300씩 매월  지급하여 총 $1,800을 지급합니다.
	 6~17세 적격 자녀의 각각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격 개인은 매달 $250를 받게 됩니다. 이는 $3,000 를 반으로 나눈 $1,5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적격 개인에게 $1,500 를 6개월간 $250씩 매달 지급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E: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
	Q E1. 제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데 적격이라면,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았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월 
	지급일 
	7월 
	7/15/2021
	8월
	8/13/2021
	9월 
	9/15/2021
	10월
	10/15/2021
	11월
	11/15/2021
	12월
	12/15/2021
	Q E2. 적격 개인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2022년 1월 11일 추가)
	A2. 국세청(IRS)에서 적격 개인의 은행 정보를 받았다면, 지원금은 직접 입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IRS는 은행 계좌 정보를 다음의 출처로부터 다음의 순서로 사용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에 입력한 정보를 포함하는 적격 개인의 2020 세금 신고서
	 2020년 IRS.gov에 미 제출자 도구에 입력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격 개인의 2019 세금 신고서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에 정리된 납세자의 계좌 정보 
	 적격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연방 기관, 예를 들어: 사회 보장국, 보훈처, 철도 퇴직 위원회.
	IRS가 직접 입금으로 송금할 은행 계좌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 12월까지 매월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E3. 나의 2019 세금 신고서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결정하는데 쓰였습니다. 최근에 소득 액수가 다른 2020 세금 신고서를 2021년에 제출했습니다. IRS가 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금액을 업데이트 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추가)
	A3. 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IRS가 2020 세금 신고서를 처리한 후에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 IRS는 2021년 남아 있는 지원금을 조정하여 2021년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을 감소 혹은 증가 시켰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
	Q F1. 나의 은행, 우편주소, 소득 혹은 가족에 관한 정보가 2021년에 변경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국세청(IRS)은 IRS.gov에 다음의 기능을 가진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시작했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하지 않기 선택;
	 은행 계정 정보 변경
	 우편 주소 변경
	 소득 변경 신고.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은행 계좌가 없다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낮은 수수료 또는 무료 은행 계좌 개설에 도움을 줄 것 입니다. 연방 예금 보험공사FDIC 웹사이트(영어)를 방문해 온라인에서 계정을 여는 자세한 방법을 보거나 FDIC의 은행 찾기(영어) 도구를 이용해 FDIC에 가입된 은행을 찾으십시오. 뱅크온(영어), 전미 은행가 협회(영어), 전미 독립 지역 은행가 협회(영어), 전미 신용 조합 협의회(영어)에는 온라인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은행 및 신용 조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향군인이라면, 재향군인 혜택 은행 프로그램(영어)을 참조하여 참여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F2. 2021 저의 소득은 2020 세금 신고서에 나타나는 소득과 매우 달랐습니다. IRS는 그런 변화를 고려하여 저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금액을 업데이트 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사용하여 소득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이 온라인 포털에서 2021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할 계획인 소득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IRS는 2021년 자녀 세액공제의 추정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귀하의 소득 변경에 따라 IRS가 매월 지급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Q F3. 나의 2021세금 신고서에 자녀 신청을 하지만 2020년에 자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2020년 세금 신고서 (월지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지급 결정 일 기준으로 2020 세금 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2019 세금 신고서)에 신청한 자녀 세액공제에 기초합니다.
	적격 자녀에 대해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1년에 신청할 것입니다. 2022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해당 자녀에 대한 가능한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F4. 확대 및 인상된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내 급여의 원천징수와 결합되어 어떻게 2021년 세금 신고서 상의 환급 액수 또는 납부액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IRS는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월별 선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납세자들의 2021년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2020년 자녀 세액공제와 비교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급금은 2021년에 증가한 세액공제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납세자들 중에 2021년에 자신의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를 조정하지 사람은 (그리고 월별 선급금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은), 2021년 환급과 비교해 2022에 받을 환급은 감소할 수 있으며 또는 2022년에 납부할 2021년 세금 신고서의 세금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몇몇 납세자들은 2021년에 환급을 받았으나 2022년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2020년 세금 신고서 제출시 소량의 환급 또는 납부 금액이 있었던 납세자들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 철회 또는 양식 W-4의 4C단계에서 각 급여 지급 기간 마다 추가 원천징수 금액을 입력하거나 2021년 남은 기간에 분기별 추정세를 예납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자녀 세액공제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또 지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D: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계산 및 주제 E: 자녀 세액공제의 선급금 처리 과정을 보십시오. .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 개인 납세자들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CTC UP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참고하세요.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G: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받기
	Q G1. 나의 선지급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의 한달 분이 잘못 책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우선, 첫 번째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을 받기 전에 IRS가 보낸 서신 6417을 검토해야합니다. 이 편지는 2021 과세 연도 추정 자녀 세액공제액과 추정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금액을 알려줍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 1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참조하십시오.
	Q G2. 이전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 혹은 기타 연방 혹은 주 채무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감소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지난 해 미납 세금, 연방 혹은 주 채무에 대해 감소하지 않습니다. (즉, 상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에 포함된 남아 있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미납 세금이나 다른 연방 혹은 주 채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G3.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 배우자 혹은 제가 과거에 미납한 자녀 지원금이 있다면 상계되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아니오.
	Q G4.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채권 압류 대상이었습니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연방법에 의해 비 연방 채권자에 의해 채권 압류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와 지역 정부의 법에 의해 허락된 연장 일까지,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주, 지역, 정부 그리고 법원 명령에 따르는 비 연방 당사자를 포함한 민간 채권자에 의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행정 법원 비용, 배상, 등 기타 법원 명령에 의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와 금융 기관은 이 지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연방 정부에 의한 상계로부터 보호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민간 당사자에 지급하라는 소송에 판결을 받았지만 또한 사정된 연방 세금 채무가 있다면, IRS는 연방 세금 상계에 지원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Q G5. 배우자가 연방 혹은 주 채무가 있고 저는 없는 경우 피해 배우자 신청서(양식 8379)를 제출했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5.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배우자의 지난 해 미납 세금, 연방 혹은 주 채무에 대해 감소하지 않습니다. (즉, 상계하지않습니다.)
	하지만, 2021 세금 신고서를 할 때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에 포함된 남아 있는 자녀 세액공제 액은 배우자의 미납 세금이나 다른 연방 혹은 주 채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식 8379(영어)를 2021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G6. 자녀와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지만 2020 세금 신고서를 미국 주소로 제출했습니다. IRS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서신 6417을 미국 주소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6. 귀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 세액공제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 자녀당 $3,000 혹은 $3,600 모두를 신청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가 2021년에 반이상 미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RS가 지급한 선급금은 내년 2021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액수를 초과 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사용하여 납세자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 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확인하세요.
	Q G7. 적격 자녀에 대해 하나 이상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지만 해당 자녀가 자신의 다른 부모와 함꼐 살기 위해 2021년 3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7. 다음의 조치 중 하나를 했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2021 자녀 세액공제를 위해 해당 아동을 신청해도 좋다는 적격 자녀의 다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의 다른 부모가 서명한 양식 8332,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 의해 자녀 면제 공제 청구의 해제/철회(영어)를 받아서 이 양식을 2021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수령을 취소하기 위해 혹은 IRS에 제출한 자녀 세액공제 정보에서 해당 자녀를 제외하려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 사용을 고려하세요. 결과적으로 향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액수는 자녀의 취소 혹은 제외를 고려하여 감소될 것입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 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의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내년 2021 세금 신고서 때에 해당 아이에 기반하여 지원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총액을 IRS에 재납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반년 이상 귀하와 함깨 살고 있는 아이가 적격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그들은 더이상 귀하의 적격 자녀가 아닙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와 주제 M: 자주 묻는 공동 양육권 질문을 확인하세요.
	Q G8. 내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였다고 신고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었을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8.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라고 신고했다면, IRS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신분 도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Q G9. 내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라고 의심이 된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2022년 1월 11일 변경)
	A9. 본인이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세금 관련 신분 도용 문제를 IRS에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양식 14039, 신분 도용 진술서(영어) 를 IdentityTheft.gov(영어)이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IRS에 통보합니다.
	귀하의 신분 도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IRS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에 신청할 적격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 제출시에 해당 자녀에 대한 허용된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G10.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기위해 무엇을 해야 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0. IRS는 귀하의 2020 혹은 2019 세금 신고서 또는 2020년에 IRS.gov에서 경제 충격 지원금 등록을 위해 미 제출자 도구에 입력한 정보 혹은 적격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미 제출자 등록 도구에 입력한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자동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올해 혹은 지난해에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면 그리고 귀하가 지난해에 경제 충격 지원금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2022세금 신고 기간에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받지 못한 어떤 액수에 대해서도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G11. 왜 저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월지급이 우편으로 종이 수표가 지급되었나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11. IRS가 직접 입금으로 지원금을 보낼 귀하의 은행 계좌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에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우편으로 종이 수표를 이용해 보냅니다.
	또한 폐쇄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은행 계좌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귀하의 지원금을 종이 수표로 우편을 이용해 보냈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은행 계좌 정보를 출하거나 업데이트 하즌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참조하세요.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
	Q H1. 저의 2021 소득 신고서에 자녀 세금 공제 선급금과 자녀 세금 공제 내역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나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1.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때 다음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과
	2. 2021 세금 신고서에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
	과잉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초과하였다면2021 세금 신고서 제출시에 자녀 세액공제의 잔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금액: 2021년 과세 연도에 정당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초과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된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IRS에 상환해야 합니다.
	2022년 1월에 IRS는 서신 6419를 보내서 2021년 지급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수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한 이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때 이 서한을 참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H2 저의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총액이 저의 2021 자녀 세액 공제 총액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2. 2021년에 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은 2021 과세 연도에 대해 정당하게 허가된 자녀 세액공제의 IRS 추정액에 기초합니다. 법적으로 이 추정치는 정보의 두개의 주요 출처에 기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020세금 신고서 혹은 이가 없다면, 2019년 세금 신고서, 그리고
	2. 2021년 내내 자녀 세액공제 정보를 IRS에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021년에 IRS에 제출한 모든 업데이트된 정보로 적격 자녀 수의 변화, 소득의 변화, 납세자 구분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가족과 삶의 상황은 주어진 한 해 동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목록은 과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의 예입니다.
	 납세자와 함께 사는 적격 자녀는 2021년 동안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고 2021년 과세 연도의 반 이상 다른 개인과 살았다.
	 2021년에 소득이 증가.
	 2021년에 납세자 구분의 변화.
	 2021년에 반 이상 동안 미국 외의 주요 거주지에서 반년 이상 살았던 경우.
	이와 같이 평범한 가정 및 삶의 변화의 결과로, 2021년 세금 신고서 때에 정당하게 허용된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초과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의 정의를 포함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위한 저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참조하세요.
	Q H3.만약 제 2021 소득 신고서에 적용된 자녀 세액 공제 총액보다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지불받은 액수가 더 큰 경우, 그 초과액을 국세청에 반환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4.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제 H에 설명하고 있는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라면, 과잉 액수의 일부 혹은 전부의 상환에 대해 면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 아니라면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총 과잉 금액을 추가 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추가 소득세는 환급 금액을 감소 시키거나 2021년에 총 세금 납부금액을 증가 시킬 것입니다.
	Q H4. 제가 2021년 소득에 기초하여 신청자에 대한 상환 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2년 2월 1일 업데이트)
	A4. 2021년 소득 신고서의 내역에 따른 신고 상황에 기초하여, 귀하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AGI)이 아래 금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상환 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세금 신고서 시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아래 목록에 액수 이상이면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인하는 경우, 혹은 적격 미망민으로 제출한배우자와 사별한 적격인의 경우 $120,000;
	 세대주로서 신고제출한 경우 $100,000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80,000.
	수정된 AGI의 정의에 대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확인하여 주십시오하세요.
	Q H5.제가 2021년 소득에 기초하여 신청자에 대한 상환 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5. 2021년 동안 반년 이상 주요 거주지가 미국에 있었고 2021년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2021 세금 신고서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다음 액수 이하이면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면 과잉 지원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한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한 경우 $60,000;
	 세대주로서 제출한 경우 $50,000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40,000.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이 액수를 초과하였거나 2021년 동안 반년 이상 주요 거주지가 미국이 아니었다면 상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을 참조하십시오. 수정된 AGI의 정의에 대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Q H6.만약 제가 상환 보호 자격 대상이라면, 상환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6. 상환 보호의 자격 대상이라면, 과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인한 세금 채무의 액수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서 총 상환 보호 금액까지 만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총 상환 보호 액수는 다음에서 $2,000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IRS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초기 추정을 결정할 떄 고려한 적격 자녀의 수, 뺴기
	 2021 세금 신고서에 허용된 자녀 세액공제 금액에서 올바르게 고려한 적격 자녀의 수.
	예: 2020 세금 신고서에 적격 자녀 3명을 올바르게 신청했지만, 2021년 세금 신고서에는 적격 자녀로 오직 한명만 신청했습니다. 자격 대상일 경우 $4,000까지 상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각 적격 자녀에 대해 $2,000).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2021 세금 신고서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다음의 액수 미만이라면 각 과잉 적격 자녀에 대해 $2,000의 완전 상환 보호액수를 각 과잉 적격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한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한 경우 $60,000;
	 세대주로서 제출한 경우 $50,000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40,000.
	수정된 AGI의 정의에 대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Q H7.저의 조정된 수정 총소득(AGI)이 총액 상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정된 수정 총소득의 기준액보다 높다면,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상환 보호 액수가 감소할까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7. 네. 수정된 조정 총소득 (AGI)이 2021 세금 신고서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하여 다음 액수 보다 얼마나 더 큰지에 따라 상환 보호 액수는 감소될 것입니다.: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한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한 경우 $60,000;
	 세대주로서 제출한 경우 $50,000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40,000.
	해당 상환 보호 액수는 조정된 수정 총소득 (AGI)이 위의 액수를 초과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삭감--혹은 감소--됩니다. 상환 보호 액수는 $0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 액수는 조정된 수정 총소득이 2021 세금 신고서의 납세자 구분에 기초한 액수를 초과하면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혼이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한 경우 혹은 적격 미망인으로 제출한 경우 $120,000
	 세대주로서 제출한 경우 $100,000, 혹은
	 미혼 또는 부부 별도 신고서 제출의 경우 $80,000.
	예: 2020 과세 연도에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3명의 적격 자녀에 대해 올바르게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IRS는 이 적격 자녀들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총액을 추정합니다. 하지만 수정된 AGI가 $75,000인 2021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자는 자녀 세액공제를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신청합니다. - 따라서 두 명의 과잉 적격 자녀가 발생합니다. 수정된 AGI $75,000은 적용가능한 수정된 AGI 최대치 $60,000를 25% 초과합니다. $4,000의 상환 보호 총금액 (각 과잉 적격 자녀에 대해 $2,000)의 가능성은 25% 감소하여 $3,000이 됩니다.
	Q H8. 제가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초과금때문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지만, 2021 소득 신고에 따른 신고로 미납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4일 추가)
	A8. 과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다수의 개인들은 예상되는 연방 세금 신고서에 감소를 통해 미납금을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급 과잉에 의한 미납금이라면, IRS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지불가능한 액수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논의합니다. 해당 미납금에 대한 납부 협의 절차는 다른 미납 세금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전의 연방 소득세 채무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납부 옵션을 확인하세요.
	Q H9 국세청은 제가 저의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지불액을 2021년 소득 신고서에 결합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나요?(2022년 1월 11일 업데이트)
	A9. 네. 2022년 1월에 IRS는 서신 6419를 보내서 2021년 지급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총액수를 알려줍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관한 이 서신을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2022년 세금 신고서 제출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를 하게 될 때 이 서신을 참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신은 서신의 우편 날짜를 기준으로 저장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세금 신고서의 주소 이거나,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 또는 미국 우체국 (USPS)을 통해 업데이트한 주소일 것입니다. CTC U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F: 2021년에 자녀 세액공제 정보 업데이트하기를 확인하세요.
	Q H10. 나의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탈에는 환급금이 발행되었다고 뜨는데, 제가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2월 1일 추가)
	A10.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탈에서 환급금 내역을 다시 살펴보시고 지불 내역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으신 적 없고 환급금을 돌려주신 적도 없다면, 국세청에 자금 이동 내역 확인을 요청해 주십시오. 만약 환급금을 받지 않으셨거나 국세청에 반환하신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 기록이 업데이트되며 귀하의 소득 신고서에 신고할 자녀 세금 공제 선급금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 2021년 세금 보고서에서 자녀 세금 공제로 누락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중 가능한 한 빨리 800-908-4184로 국세청에 연락해 주십시오.  국세청에 전화하실 때에는 누락된 금액에 관한 지불 날짜, 방법, 상태, 자녀 세금 공제 업데이트 포탈에 표시된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만 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I: 미국령 거주자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Q I1. 푸에르 토리코에 살고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지원금을 받는데 적격이었을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1. 아니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은 아니었지만, 아래의 양식에서 적격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양식 1040-PR(영어)
	 2021 양식 1040-SS(영어)
	 IRS에 제출한 기타 양식1040 시리즈
	추가적인 정보는 IRS.gov를 방문하여 양식 1040-PR(영어) 또는 양식 1040-SS(영어)를 확인하십시오. 또는 1040 시리즈의 다른 양식을 IRS에 제출했다면 스케줄 8812 (양식 1040)(영어) 및 스케줄 8812 지침(영어)을 참조하세요.
	Q I2.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경우, 2021년 어떻게 자녀 세액공제가 변경되었을까요? (2021년 6월 14일 )
	A2. 2021년 말에 6세에서 17세 사이 자녀에 대해 2021년 최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2,000에서 $3,000 그리고 5세 이하의 경우 $3,600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근로 소득이 없거나 미국 사회 보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 3명 보유 요구사항은 2021년부터 삭제 되었으며, 자녀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아래의 신고서에 오직 한 명의 적격 자녀만 있으면 됩니다.
	 2021 양식 1040-PR(영어)
	 2021 양식 1040-SS(영어)
	 IRS에 제출한 기타 양식1040 시리즈
	Q I3. 미국 사모아, 북 마리나 제도, 괌 혹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2021자녀 세액공제가 변경되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미국령 세금 기관을 통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한 선급금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세금 기관에 연락하세요.
	Q I4. 자유 연방 국가(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중 한 곳의 시민 혹은 거주민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에 자격이 되었을까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이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자유 연방 국가들의 시민 혹은 영주 신분 자체로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혹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요 거주지가 과세 연도에 반년 이상 있었다면, IRS의 자녀 세액공제에 적격이며 해당 공제의 선급금의 자격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라면, IRS의 자녀 세액공제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모아, 북 마리나 제도, 괌 혹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면, 미국령 세금 기관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다른 변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세금 기관에 연락하세요.

	2021년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J: 선급금 등록 취소
	Q J1. 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 취소를 했어야 할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환급액에 비해 예상 납부액이 큰 경우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개인 납세자는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등록 취소를 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납세자는 그들이 2021년 세금 신고를 제출할 때 기대되는 환급보다 내야할 세금의 액수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등록을 철회하기 원합니다.
	개인 납세자가 수령한 이 지원금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에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한 선급금이었습니다. 이 세액공제가 선불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 수령한 모든 금액은 2021년 세금 신고서에서 신청하는 자녀 세액공제의 총액을 감소시킵니다. 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인해, 납세자의 환급 금액이 감소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납세자들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등록을 취소하고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세액공제 총액을 신청하여 국세청(IRS)에 미납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J2. 등록 취소하거나 은행 계좌을 변경하기 위한 기한은 언제까지였습니까?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선급금을 받지 않기 위해, 혹은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포털(CTC UP)을 통해 은행 계좌 정보 변경은 다음 달 첫 번째 목요일 동부 표준시 오후 11:59의 3일 전까지 취소 및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 한달에 대해서 일단 철회되면, 다음 달에는 철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의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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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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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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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J3. 등록 취소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3. IRS가 납세자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을 때까지 다음 예정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Q J4.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등록 철회 처리가 완료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4. 최대 휴일 포함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의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Q J5. 재등록 할 수 있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5.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은 12월의 월 지급에 반영되었습니다.
	Q J6.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을 한다면, 저의 배우자도 등록 철회가 되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6. 네. 등록 철회는 국세청에 등록 철회한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Q J7. 저의 배우자는 등록 취소를 하고 저는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7. 자신은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로 배우자와 함께 받았을 금액의 반을 받았을 것입니다.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및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 - 주제 K: 선급금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
	Q K1. 저의 신분 인증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년 6월 22일 추가)
	A1.국세청(IRS)은 본인이 바로 본인이라는 사실-즉 본인을 사칭하는 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민감한 계정 정보에 접근을 허용합니다. 신분 인증은 납세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간직하도록 하고 사기와 신분 도용을 예방합니다.
	Q K2. 저의 신분을 어떻게 인증하나요? (2021년 6월 22일 추가)
	A2.새로운 사용자는, 반드시 IRS에서 ID.me 계정을 생성하고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ID.me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trusted credential) 서비스 제공업체로 IRS.gov 로그인 서비스를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ID.me는 최첨단의 신분 인증 기술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신분을 쉽고 빠르게 인증합니다. ID.me와 IRS의 인증 절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가입 및 새로운 계정 생성(영어)을 확인하세요.
	IRS에 기존 계정을 갖고 있다면 보안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보안 코드를 다중 인증(MFA) 절차의 일환으로 입력합니다. 기존의 주 정부 혹은 연방 기관의 ID.me 계정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MFA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Q K3. 제가 18세 미만 이어서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금 관리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3. ID.me 인증은 18세 이상의 개인에게 가능합니다. 17세 이하의 경우 월 지급금을 철회하기를 선택하고 싶다면 IRS 안내문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Q K4. ID.me가 저의 정보를 보관하나요? (2021년 6월 22일 추가)
	A4. 네 연방 기준의 자격 증명 서비스 제공 업체인 ID.me에게 개인 정보의 보관이 요구됩니다.  ID.me 는 모든 민감한 데이터를 다른 금융 기관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보호합니다.
	Q K5. 내 신분을 인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9월 17일 업데이트)
	A5. 본인이 새로운 사용자라면 IRS에서 반드시 Id.me 계정을 만들어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ID.me 지원 사이트(영어)에서 ID.me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ID.me 는 IRS.gov 로그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엄선된 신뢰할 만한 서비스 제공업체 입니다.
	온라인계정과 같은 기타 서비스에 사용하는 IRS 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에 로그인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계정은 본인의 개인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서신 6416(영어))  자격 대상일 수도 있다는 IRS에서 보낸 서신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했을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Q K6. 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IRS에 전화했을때, 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한 어떠한 정보 업데이트를 IRS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2021년 8월 19일 추가)
	A6. 본인의 주소를 업데이트하거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으로 부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 변경과 같은 기타 본인 정보 업데이트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 뒤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Q K7. 저는 “A condition has been identified that’s preventing your access to this service” (이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막고 있는 조건을 발견하였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2021년 8월 27일 추가)
	A7. ID.me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한 후 “A condition has been identified that’s preventing your access to this service” (이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막고 있는 조건을 발견하였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세지가 보일 경우 나중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메세지가 보일 경우 이는 귀하가 온라인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본인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서신 6416(영어))  자격 대상일 수도 있다는 IRS에서 보낸 서신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했을 때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L: 자주 묻는 공동 양육권 질문
	Q L1. 제 자녀의 다른 부모와 저는 자녀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지 국세청은 어떻게 결정했나요? (2022년 1월22변경)
	A1. 국세청(IRS)은 귀하의 2020년 혹은 국세청에서 귀하의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세금 신고서 정보를 기반으로 2021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즉, 귀하가 2020년 신고서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다른 부모가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했다면, 그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신고서 (2022년 4월 마감인)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 IRS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 매월 지급 수령 등록을 철회했어야 합니다. 2021년에  매월 지급을 수령했다면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년 세금 신고서 제출 시 그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시 바뀌어 2021년 자녀 세액공제를 귀하가 청구할 자격이 된다면 , 2021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들은 12월에 지급된 월 지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Q L2. 자녀의 다른 부모와 나는 연방 소득세에 관하여 짝수 해에는 제가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홀수 해에는 다른 부모가 청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했습니다. 저의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IRS가 2021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저에게 지급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2.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본인은 알고 있더라도 귀하가 2020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했으므로 국세청은 자동으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귀하에게 지급했습니다. 2021년 귀하의 세금 신고서 제출 시(2022년 4월 마감인),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선급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환 보호 자격이 있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 상환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H: 2021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일치시키기를 확인하세요.  
	만약 귀하가 2021년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 경우, IRS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 (CTC UP)을 통해 매월 지급 수령을 등록 철회해야 합니다. 
	상황이 다시 바뀌어 2021년 자녀 세액공제를 귀하가 청구할 자격이 있을 경우,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2021 세금 신고서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월29일 동부시 11:59pm까지 업데이트 된 사항들은 12월에 지급된 월 지급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Q L3. 저의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자녀 세액공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 11일 추가)
	A3. 네.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2021년 귀하의 세금 신고 시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가 선급금 수령을 등록 철회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귀하의 자녀 세액공제 청구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주제 M: 자주 묻는 이민 관련 질문
	Q M1. 저는 사회 보장 번호 (SSN)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IRS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2022년 1월 11일 변경)
	A1. 네. 귀하 - 와 귀하의 배우자는, 부부 공동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 (SSN)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를 소지하고 있어야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0년 혹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접수할 때 정확한 SSN이나 ITIN을 사용한 경우에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자격이 되었습니다.(2020년에 IRS.gov에서 미 제출자 도구 혹은 2021년에 IRS.gov에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비 제출자 등록 도구를 통해 제출된 신고서 포함).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미국 내 취업에 유효한 SSN을 소지한 각 적격 자녀에 대해 지급되었습니다.
	Q M2. 저의 자녀가 사회 보장 번호 (SSN)를 갖고 있어야 내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2. 네.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선, 귀하의 해당 자녀가 반드시 취업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의 자녀가 취업에 유효한 SSN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Q M4. 2021 자녀 세액공제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것이 내 이민 상태나 영주권 취득 능력에 영향을 주나요? (2021년 8월 19일 추가)
	A4. 아닙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혹은 다른 연방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귀하의 이민 상태, 영주권 취득 능력, 향후 이민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방 세액공제의 사용은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의한 "public charge" (공공복지) 결정의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Q M5. 저의 자녀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DACA)의 대상자로서, 저의 적격한 자녀에 대해 2021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하거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까?(2022년 1월 11일 변경)
	A5. 아닙니다. DACA 유무는 귀하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귀하는 해당 자녀에 대해 2021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Q M6. 자녀가 DACA 대상자입니다. 그래도 자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8월 19일 추가)
	A6. 네. 귀하의 자격은 귀하의 자녀가 DACA 대상자라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자녀가 취업에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를 갖고 있고, 귀하와 자녀가 모든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귀하는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주제N: 선급금 반환
	Q N1. 제가 계좌 이체 혹은 종이 수표로 받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2년 1월 11일 변경)
	A1. 귀하는 아래 설명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선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이 수표였고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다면:
	 수표의 뒷면에 배서란에 "Void" (무효)라고 씁니다. 무효 재무부 수표를 아래 목록에 있는 적절한 IRS 지역 사무소로 보냅니다. 스테이플러를 찍거나, 접거나, 클립을 끼우지 마세요.
	 무효화된 수표와 함께, 이 수표를 반환하는 이유가 적힌 개별적인 간단한 수기로 쓴 설명을 동봉하세요. 여기에는 귀하가 향후 월별 자녀세액 공제 선급금 철회를 원하는 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이 수표였고 이를 현금화했다면, 혹은 지원금이 계좌이체로 들어왔다면:
	 "U.S. Treasury" (미국 제무부)를 수취인으로 개인 수표 혹은 우편환을 아래 목록에 있는 적절한 IRS 주소로 보냅니다. 메모란에 "Advance CTC"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이라고 쓰고 수표를 받은 사람의 사회 보장 번호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쓰세요.
	 귀하의 개인 수표 혹은 우편환과 함께 지원금을 반환하는 이유를 쓴 개별적인 간단한 수기로 쓴 설명을 동봉하세요. 여기에는 귀하가 향후 월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철회하기를 원하는지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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