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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ax Benefit advance  
(FTB advance) 

선지급금 수령 횟수 

수령 대상자는 Family Tax Benefit advance 를 일시불 및/또는 정기적으로 선지급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선지급금의 경우 해당 연도에 연중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자격 금액의 

최소액과 최대액 범위 내에만 해당된다면 수령할 액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선지급금은 수혜 자격 기간 동안 26 주마다 혹은 본인이 지급 중단을 요청할 때까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정기 선지급금으로 매번 받는 액수는 선지급금의 최소액이 될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오직 한 번의 정기 선지급금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선지급금은 언제라도 한 번 이상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정기 및/또는 일시불 

선지급금의 합산 총액의 한도는 $1,046.05 입니다. 

선지급금 금액 

일시불 선지급금의 최대 금액은 본인의 연간 Family Tax Benefit Part A 수령액의 

7.5 퍼센트(추가금은 포함되지만 Family Tax Benefit - Part A supplement 는 제외)이며, 

한도액은 2013/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1,046.05 입니다.  

일시불 선지급금의 최소 금액은 13 세 미만 자녀 한 명에 대한 기본 수령액의 3.75 퍼센트 

입니다. 이는 정기 선지급금 금액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복합 가족으로서 Family Tax Benefit 를 받고 있다면, 최소 및 최대 선지급금 금액은 

복합 가족의 구성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기존 선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는 중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본인의 최대 수령 

자격 금액에서 아직 갚지 못한 선지급금 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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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Family Tax Benefit advance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인트 humanservices.gov.au/ftb 참조 

- 전화 131 202 로 연락하여 [Korean/한국어] 담당자와 통화  

- 해당 service centre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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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Family Tax Benefit advance (FTB advance) 

Number of advance payments 
You can choose to receive the Family Tax Benefit advance as a one-off payment and/or as a 
regular advance. 

A one-off advance is an advance payment you can receive on any day of the year. You can choose 
how much you receive, as long as the amount is within the minimum and maximum amount you 
are eligible for. 

A regular advance is automatically paid to you every 26 weeks as long as you remain eligible, or 
until you ask us to stop paying a regular advance. The amount you receive as a regular advance 
will be the minimum advance amount. You can have only one regular advance in place at any 
given time. 

You can have one or more one-off advances at any time, however the combined total of any 
regular and/or one-off advances is capped at $1,046.05. 

Amount of advance payments 
The maximum amount for a one-off advance is 7.5 per cent of your annual rate of Family Tax 
Benefit Part A) (including add-ons but excluding Family Tax Benefit—Part A supplement), capped 
at $1,046.05 for the 2013/2014 financial year. 

The minimum amount for a one-off advance is 3.75 per cent of the standard rate for one child 
under 13 years. This is also the amount for a regular advance. 

If you are being paid Family Tax Benefit as a blended family, the minimum and maximum advance 
amounts will be based on your blended family percentage. 

If you are still repaying an existing advance payment, the maximum amount you may receive is the 
maximum amount you are eligible for, minus the full amount of any existing advance payment 
which has not been fully repaid. 

More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Family Tax Benefit advance: 

- visit humanservices.gov.au/ftb 
- call 131 202 to speak to someone in your language, or 
- visit a servic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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