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
에서 경기부양
체크를 받으세요.

제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나요?

1

귀하의
신고의
신고의
소득이

경기부양지원금 즉, “경기부양 체크(Stimulus

2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귀하와 배우자
모두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군인의 경우 한 명만 해당).

3

다른 사람이 세금 신고 시 귀하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Check)”는 COVID-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다음의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줄이는 데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eitcoutreach.org/stimulus

소득이 $75,000(독신 또는 부부 별도
경우) 또는 $150,000(부부 공동
경우)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이며,
없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IRS.gov/GetMyPayment에서 귀하의 지원금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바로
세금 신고를 하세요.

• 이미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신고를 한 경우

• 2019년 소득이 $12,200(
기혼인 경우 $24,400) 미만인
경우*

• 2019년 소득이 $12,200(기혼인
경우 $24,400) 이상인 경우

• 사회보장연금,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또는
생활보조보험(SSI) 혜택을 받는
경우
• 은퇴한 철도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VA) 수혜자인 경우
IRS는 계좌 입금 또는 우편으로
지원금을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시점 및 방법과
관련된 공지도 제공할 것입니다.

•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10월 15일까지 무료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

• 세금 신고를 할 계획이 없는
경우

Virtual Tax Prep (가상 지원 받아 세금
신고하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연방 및 주 세금 신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GetYourRefund.org로 접속하세요.

www.irs.gov/eip에 접속하여
미신고 대상자 버튼을
클릭하세요.

Do-It-Yourself Taxes (셀프로 직접 세금
신고하기)
MyFreeTaxes.com이나 IRS.gov/FreeFile에서
직접 세금을 신고하세요.

11월 21일 까지 양식을
작성하시어 IRS에 지원금
지급처를 알려 주세요.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
(자원봉사 세금 신고 도움받기(VITA))
다수 지점이 폐쇄된 상태이지만, 일부 지점에
들러서 또는 가상으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VITA 지점의 위치가 궁금하시면
irs.treasury.gov/freetaxprep/으로 전화주세요.

*2019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금 신고 후 경기부양 체크와 자격을 충족하는
추가 환급을 신청하세요.

관련 사기를 조심하세요.
IRS는 전화, 이메일, 문자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귀하의 은행거래 세부내역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처리”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IRS는 서면으로 서신을 발송합니다.
IRS는 해당 지원금을 “경기부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이라고 합니다. IRS는 “경기부양 체크
(stimulus check)” 또는 “개인보조금(recovery rebate)”과 같은 문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

신속한 처리 관련 팁

계좌 입금

자녀

은행 계좌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IRS는 개인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은행 계좌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계좌 및 라우팅 번호를 입력하여 계좌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SSN 또는 입양납세자식별번호
(ATIN)를 소지한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 1인당
$500가 지급됩니다.

• 선불직불카드 - 카드를 받으면,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계좌 입금을
받는 데 필요한 계좌 및 라우팅 번호를 문의해야 합니다.

서면 세금 신고

• 결제 앱 – 현재 캐쉬앱(CashApp), 벤모(Venmo) 및 페이팔(PayPal)은
직접 입금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계좌 및 라우팅 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RS는 현재 서면 세금 신고는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상 세금 신고와 관련된
지원을 받으세요.

주소 변경

자녀 양육비

2019년 세금 신고 후 이사를 한 경우에는 현지 우체국이나
moversguide.usps.com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하세요.

자녀 양육비를 연체한 경우,
귀하의 경기부양 지원금은
감액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구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구 또는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로 방문하는 장소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의료 클리닉, 방문
복지시설, 쉼터, 지역사회 조치 대행사 또는 교회).

체납 세금 및 학자금 대출
이 경우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자영업자/비정규직
2019년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 세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경기부양
지원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7월 15일까지 자영업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IRS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하는 기혼자인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면 부부 둘
다 사회보장번호(ITIN 제외)를 소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
(SSN)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귀하에 대한 $2,400는 지급되지만, 자녀에
대한 $50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별도로 신고하는 기혼자인 경우, 둘 중 한 명은 SSN
을 소지하고 다른 한 명은 ITIN을 소지하고 있다면 ITIN을 소지한
배우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SSN을 소지한
배우자에게만 $1,200가 지급됩니다.
귀하 및 배우자 모두 SSN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SSN을
소지했더라도 각 자녀에 대한 $500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itcoutreach.org/stimulus

혜택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SNAP, TANF, Medicaid,
연방임대지원금 또는 기타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업
급여와도 무관합니다.
의료보험 보상과 관련된 지원은
healthcare.gov를 확인하세요.

세금
경기부양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