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증상 병 세계적 유행
경기부양지원금 수표에 대한 FAQ
최종 업데이트 : 2020 년 4 월 15 일
2020 년 3 월 27 일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 (“CARES”) 법이 범죄에
서명되었습니다. 이 법 중 일부 내용은 연방
정부가 일하거나 일하고 있지 않은 미국 국민들과 영주권자들에게 일회성의 경기부양지원금 수표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부양지원금 질문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입니
다. UI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실직”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수표의 액수는 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대 경기부양지원금 지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
니다:
⚫

연간 총 소득이 $75,000 이하인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은 $1,200를 받습니다.

⚫

연간 총 소득이 $112,500 이하인 자녀가 있는 독신 성인은 $1,200를 받습니다.

⚫

연간 총 소득이 $150,000 이하인 자녀가 없는 결혼한 부부는 $2,400를 받습니다.

⚫

혜택에 해당되는 17세 미만의 어린이 자녀 한 명 당 각 가족에 $500이 추가 지급됩니다.

만약 당신의 연간 총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당신의 경기부양지원금 지불 금액은 기준 대비 소득 초
과 금액에 비례해서 액수가 $0에 달할 때까지 계속 줄어듭니다. 당신의 연간 총 소득이 기준 대비
$100 초과할 때마다 경기부양지원금 긍액은 $5씩 줄어듭니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간 총 소득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 소득이 $99,000 이상인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은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
다.

⚫

연간 총 소득이 $146,000 이상인 한 명의 자녀를 가진 독신 성인은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총 소득이 $198,000 이상인 자녀가 없는 결혼한 부부는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없
습니다.

⚫

연간 총 소득이 $218,000 이상인 두 명의 자녀를 가진 결혼한 부부는 경기부양지원금을 받
을 수 없습니다.

Q: 경기부양지원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연간 소득 계산은 2019 년 연방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 연방 세금 보고 마감일은
현재 2020년 7월 1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직 2019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
면 당신의 소득은 2018년 연방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세금 보고를 해도 되지 않는 사회 보장 혜택 수혜자들(Social Security beneficiaries)라면 경기부양지원
금 금액을 받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당신의 SSA-1099 폼에 기록되어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회 보장 혜택 수혜자들에게 경기
부양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Q: 최근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요?
2018년과 2019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
약 당신이 몬로 카운티 주민이며 세금 보고를 하는데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산, 저축금, 희
망 만들기 프로그램 (“CASH”)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SH는 현재 신규 클라이언트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곧 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ASH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저소득 개인 및 가족으로서 연간 소득이 $12,200 (결
혼한 부부의 경우 $ 24,400) 미만이거나, 유일한 원천 소득이 임시 지원 또는 안전망 지원 뿐인 경우,
다음 온라인 양식에서 IRS에 경기부양지원금 신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https://www.irs.gov/
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
반드시 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만 경기부양지원금 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성명, 현재 유효한 우편 주소와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및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은행 계좌 번호, 계좌 유형 및 경로 번호

⚫

만일 당신이 올해 초 IRS에서 신원 보호 개인 식별 번호 (IP PIN)를 지급받으셨다면 그 번호

⚫

만일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 면허증 혹은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문증

⚫

혜택에 해당되는 당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17세 미만의 부양 자녀 각각마다: 이름, 사회
보장 번호 혹은 입양 세무자 식별 번호 (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아이들과
당신 혹은 당신 배우자 간의 관계

Q: 경기부양지원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국 시민권 자이거나 사회 보장 번호가 있는 거주자이며, 연간 총 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자격이 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사회 보장 급여, 장애 급여, 실직 급여, 혹은 SNAP, TANF,
HEAP와 같은 임시 공적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Q: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납세 신고서에 따라 귀하를 부양 가족으로 주장한 경우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
니다. 또한 이민 서류 미비 거주자 인 경우도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비를받을 수
없습니다.
Q: 경기부양지원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직접 지불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2019년 또는 2018년 연방 세금 보고서에 기재된 은
행 계좌로 IRS로부터 자동 입금됩니다. IRS에 은행 정보가 없으면 기록에 남은 마지막 주소로 수표가
갈 것입니다. 지원금이 지급 된 후 몇 주 후에 우편으로 서면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Q: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2020년 4월 9일부터 경기부양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4월 중

순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만약 제가 체납한 법정 아동 양육비가 있다면 경기부양지원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CARES Act에 따르면 student loan 등 몇몇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기부양 지원금액에서 자동 강
제 집행을 할 수 없으나 아동 양육비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 그럼 자동 강제 집행된 아동 양육비 미납금은 제 아이들한테 가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자동 강제 집행된 금액은 최우선적으로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에 미납한
정부 보조금 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부에 미납한 금액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가족은 경기부양 지원금액에서 자동 강제 집행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현재 가족들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바꾸어
야 하는지 고려 중 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이 항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성 전염병 기간 동안 경기부양지원금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Empire Justice Center 1- (800) -724-0490 ext. 5827로 문의하십시오.

주의: 저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법적 변호를 받기 원하는 사안에 대한 어떠한 비공
개 정보도 저희에게 보내시지 마십시오. 귀하의 사안이 법적 변호의 고려대상이 되었을 때
Empire Justice 변호사들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귀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정보
도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주고 받으신 정보로는 어떠한 변
호인-의뢰인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제공된 정보는 오로지 법률 교육
용도이며,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