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대상: 2021년도의 매월 지급금을 포함하여 자녀 세금 공제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다른 연방 혜택에 대한
영향이 없으며 혜택 금액을 낮게 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 및 법적 보호자님께: 조부모를 포함한 모든 법적 보호자인 사람은 자녀 세금 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족이 확장된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은 최대 공제 금액을 늘리고 2021년도분 자녀 세금 공제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작년 수입이 $0이었어도 자격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금 공제
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22년 4월 18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십시오. 
자격이 되는 모든 가족은 20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기혼 부부의 경우 최대 $150,000까지, 편부모
인 경우 최대 $112,500까지 전체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이 경계 값 보다 높
은 경우에는 보통 공제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 세금 공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자녀 세금 공제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추가 정보는ChildTaxCredit.gov를 방문하십시오

0~5세 자녀 한 명당
$3,600

6~17세 자녀 한 명당
$3,000



2021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매월 미리 자녀 세금 공제액을 받으셨으면 올해 세금 신고를 통해
서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 자격이 있었지만, 이를 미리 받지 않으셨다면, 2021년 세금 신고 때 전체 공제액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금 보고 지원
IRS에서는 다음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무료로 세금 보고 조언을 제공하는 2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자 소득 세금 보고 지원(VITA) 및 노년층을 위한 세금 보고 카운슬
링(TCE)입니다. 댁에서 가까운 곳 있는 이 서비스의 제공자는
irs.treasury.gov/freetaxprep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수록된 현지 기관에서는 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무료로 세금 보고를 돕고 있습니다. 해당 자
격의 확인과 방문 예약은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2022년도 세금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4월 18일에 종료됩니다.
IRS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가능한 일찍 세금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환급금이 있는 경우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
니다.
IRS의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은 2021년도 연 소득이 $73,000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irs.gov)를 방문하면 무료 서비스, 도움이 되는 확인 목록,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 가족을 위한 캠페인
(Campaign for Working
Families)
215-454-6483
contact@cwfphilly.org
cwfphilly.org

델라웨어 카운티 커뮤니티 액션 에이전시
(Community Action Agency of
Delaware County, Inc.)
610-883-4443
caadc.vita@gmail.com 
caadc.org
델라웨어 카운티 주민에게만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돈이니 잘 챙겨서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