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세금 공제로 
자녀 양육 비용에 
도움이 되는 
환급을 받으세요.   

 
6 세미만 자녀 당 $3,600 까지, 
6 세부터 17 세이하 자녀 당 
$3,000 까지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세금 공제는 융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거의 모든 가정이 아동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금보고를 
안하거나 최근에 소득이 없는 가정까지도 
포함됩니다.   

  

부모에게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더라도 
자녀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아동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금 공제는 귀하가 받는 어떠한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 환급을 받게 되나요?   
2022 년 4 월 18 일까지 2021 년도 
세금보고를 접수하신 후에 받게 됩니다.   

 

어떻게 환급을 받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2021 년도 아동 세금 공제 환급을 미리 
받으셨다 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세요.  
사기를 조심하세요. IRS 는 전화,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환급받는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GetYourRefund.org 를 
방문하시거나  211 에 전화하시거나 아래의 
큐알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겟잇백 (돌려받기) 캠페인(2021 년 12 월 2 일).세금보고 약속에 가져가야할 것들 (텍스 체크리스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 
https://www.taxoutreach.org/blog/what-to-bring-to-a-tax-appointment-tax-checklist/.  

세금보고 약속에 가져가야 할 것들 (택스 체크리스트)   
신상에 관한 서류   
아래 서류 모두를 가져가세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모두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소셜 시큐리티 번호 인증 편지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ITIN) 배정 편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그리고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될 모든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와 송금번호 또는 재충전이나 가상 직불카드를 위한 귀하의 정보    
 이전에 세금보고를 한 경우 2019 년도와 2020 년도 세금보고서   

소득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가져가세요.    

고용 소득   

 작년에 고용되었던 모든 직장에서 발급(고용주가 1 월 31 일까지 보내주게 되어 있음)받은 W-2 서류   

자영업 소득  
 1099-NEC 과/또는 1099-K  
 1099 양식에 보고가 안된 소득에 대한 기록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서 등을 포함한 비용에 대한 기록    
 예정 세금 납부 기록  

은퇴 소득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은 경우  SSA-1099 양식       
 퇴직연금/IRA/은퇴연금을 받은 경우 1099-R    

실업 소득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1099-G    
기타 소득  

 주 정부/지역 정부 소득세 환급을 받은 경우 1099-G    
 장학금/연구 장학금을 받은 경우 1098-T    
 장애인 연금을 받은 경우 1099-R     
 주식, 채권 또는 부동산 판매로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  
 임대용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  
 위자료 수령  
 상품 또는 복권/도박 당첨 내역서  
 은행으로 부터 발급 받은 이자 및 배당금 내역서 
 그 외 모든 소득에 관한 기록  

비용 
귀하께서 지불한 비용 중에 세금공제가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세금이 산정되는 소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지출이 발생했다면의 비용 모두에 대한 서류를 가져가세요.    

 401(k) 또는 IRA 와 같은 퇴직 연금에 들어간 본인 부담금  
 주 정부와 지역 정부에 납부한 세금 
 주택 소유자인 경우 모기지 내역서와 재산세 고지서  
 대학 학비(1098-T)와 학생 융자 내역서(양식 1098-E) 
 지불 기록 또는 영수증, 보육 시설 이름, 주소와 연방 세금 번호(개인인 경우 소셜시큐리티번호 또는 

고용확인번호)를 포함한 자녀 보육 비용  
 자선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의료 및 치과 비용  
 교육자로서 사용한 물품에 대한 기록  

기타 세금관련 서류 및 통지서  
 귀하가 수령한 긴급 재난 지원금 (또는 경기 부양금으로도 알려진) 관련 양식인 IRS 통지 1444, 1444-B 

와/또는 1444-C   
 귀하의 자녀세금환급 선지급금 관련 양식인 IRS 서신 6419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1095-A 양식    
 IRS,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주정부 세무국에서 온 서류, 또는 “IMPORTANT TAX DOCUMENT(세금관련 

중요 서류)”라고 적혀진 모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