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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자금:		
CARES 법 아래 경제영향지불금 

(복구 보상금) 

	
고지문:	이	권고 문안은	법률	보조	협회의 이민법 부서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권고 문안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이민, 세금 및/또는 수혜금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	된	정보는이	문서의	맨	
아래에있는	버전	날짜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CARES	법이란 무엇입니까?	
CARES	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p020	년	3	월에	연방	정부가	통과한	2	조	달러의	경기	
부양	법입니다.	이	법에는	복구	보상금으로	알려진	경제	영향	지불금을	통한	개인들을위한	돈을	포함하여	
여러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영향지불금이란 무엇입니까(복구	보상금이라고	불리움)?	
여러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CARES	법은 정부에서 일회에 지불하는 경제영향지불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불금은 $99,001	미만의 소득을 올린 개인;	$198,001	미만의 소득을 올린 결혼 부부;	그리고 $136,501	
미만의 소득을 올린 세금 가족 세대주에게 지불됩니다.	(이 각 금액은 추가 자격있는 자녀 당 

$10,000 씩 증가합니다). 가장 최근 연도(2019 또는	2018 년)를 기준으로 하며 세금의 조정 후 총 

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경제영향지불금 대상자는 누구입니까(그리고 비대상자는)?	
경제영향지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으로서 현재 고용에 유효한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상 부양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가 있으면 지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	가장 최근 세금보고에(2019	또는	2018)	배우자가	ITIN 이 있으면,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도 지불금 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불행히도 일부 이민자 가정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제영향지불금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보내어집니다:	

 2019 년 세금 보고 제출	(세금보고에 	ITIN 이 있는 배우자가 없음),	
 2018 년 세금 보고 제출	(세금보고에 	ITIN 이 있는 배우자가 없음),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	(은퇴, 불구자 및 생존자 포함),	
 사회보장 보조금	(SSI)	혜택 수혜자,	
 철도은퇴금 혜택 수혜자, 또는	
 보훈처(VA)		보상금 또는 연금	(C&P)	혜택을 받는 재향군인 또는 이들의 수혜자.		

	
주:	아직	2019	년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2020	년	7	월	15	
일이지만	마감일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제출하면	위에서	언급된	다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경제영향지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혜택	중	어느	것도 없고	소득이	적거나	없어	2019	년	또는	2018	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영향지불금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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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향지불금은 다음에서 신청하십시오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		
	

주:	일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세금 환불을 통해 이 경제영향지불금보다 더 액수가 많은 특정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IRS 에서 이	비	신고자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17 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2019 년 12 월 31 일 현재)?	
17	세	미만의	각	부양	자녀 당	경제영향지불금에	500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2019	또는	2018	년에	세금을	보고하고	기타 자격이있는	경우,	자녀	당	$	500 를	더	받기	위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국세청(IRS)가 사용하는 세금연도 말에 17 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승인받은 배정 기관이 배정한 귀하와 반 년 이상 같이 산 위탁 자녀를 

잠재적으로 포함합니다.) 	
	
2019	년	또는	2018	년에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고	가정에 17	세	미만의	자녀가있는	경우,	자녀	당	500	
달러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제영향지불금을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자녀를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상	부양	가족으로	청구해서는	안되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합니다.	
	
얼마나 받게 됩니까?	
경제영향	지불금은	가족	규모	및	가장	최근	연도	(2019	년	또는	2018	년)에	대한	세금	보고서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	75,000	이하인	자녀가없는	미혼자는	$	1,200 를 받습니다.	자녀가 없는	$	150,000	
소득 이하의	부부는	$	2,400 를 받습니다.	소득 $	112,500	이하의	세대주	납세자는	$	1,200 를받습니다.	
그러나	환불	금액은	이러한	소득	수준 이상에서는	소득	$100	달러당	$5	달러	씩	감소됩니다.	17	세	미만의	
추가	부양	자녀	각각은	경제영향	지불금에	추가로	$500	달러를	받습니다.	
	
언제 경제영향지불금을 받게 됩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여러 다른 날에 지불금을 받게 됩니다. 첫 지불금이 2020 년 4 월 14 일 일부 

사람들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세금 보고서에 은행 정보를 기재한 사람들은 더 빨리 지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 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불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며, 어떤 이들은 늦게는 

2020 년 9 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제영향지불금을 받았으나 자녀 추가 지불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금년 경제영향지불금에 17 세 미만 자녀 추가 $500 지불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IRS 의 소셜 시큐리티, SSI, RRB, 또는 VA 

수혜금(C&P)을 받는 사람들의 자녀 추가 지불금 신청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하였는데 둘 중 한명만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고 다른 사람은	
ITIN 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는	배우자가		소득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이 배우자가	경제영향	지불금을 받기 

위해서	2020	년	7	월	15	일	이전에	별도 결혼	공동보고로	세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7	월	15	일	
후에는	세금보고	수정이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영향 지불금을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영향	지불금은	미래에 제공되지 않는 선 세금 공제입니다.	적합하게	받으면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것에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이 아니며, 환불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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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향 지불금이 이민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공적부조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경제영향	지불금은	이민	목적으로	공적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합하게	받으면	이민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경제영향 지불금이 정부 혜택금을 줄이거나 부자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영향	지불금은	한번의 일회성	세금	환급입니다.	공적부조,	메디	케이드,	SNAP	(푸드	스탬프),	
SSI,	섹션	8	및	NYCHA 를	포함하여	정부	혜택금에	대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SSI 의	경우, 지불금은	12	개월	동안	$	2,000	(개인)	또는	$	3,000	(부부)의	자원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의	경우,	수령	후	2	개월	동안	$	2,000	(60	세	이상인	경우,	$	3,000)의	자원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영향지불금은 회수 대상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영향	지불금은	보통 세금을 상쇄하는 연방 및 주 빚(학자금 융자, 

등등)에	대한	징수로부터	보호됩니다. 예외 경우로서는,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경우		압류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	장관은	경제영향	지불금이	사채	상환에	대한	압류로부터	면제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경제영향지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고로 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	영향	지불을	받았지만	기준	액을	초과하여	받지 않았어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IRS)은	이 

지불금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신분으로	인해	지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고로	경제영향지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IRS 에 돌려 보내기를 권장합니다. 

 

감금된 사람에게 경제영향지불금이 배달되었을 경우, IRS 는 금액을 IRS 에 돌려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지불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받은 지불금도 IRS 돌려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IRS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및		
https://www.irs.gov/newsroom/non‐filers‐enter‐payment‐info‐here‐tool‐scenari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