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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재정 부양책:  

2020 년 12 월부터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시작 

 

고지 사항: 본 질의응답은 법률구조협회(The Legal Aid Society)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의응답은 법률 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민, 세금, 그리고/또는 보조금 전문가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하단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문서 내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 년 통합세출법안(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1)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연방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3 조 규모의 2021 년 통합세출법안을 

2020 년 12 월 발효했으며 해당 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한다. 

● 경제 재난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s) 또는 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s)이라 불리는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지원 

● 개선된 실업 보험 급여 혜택 

● 연방 세제 혜택 변경 

 

참고: 경제 재난 지원금은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의 선금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원금이므로 2020 년 소득 신고 시 경제 재난 지원금은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이라 표기된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란 무엇인가. 

통합세출법안에 따라 지급되는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제 2 차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75,000 이하인 개인, 소득이 $150,000 이하인 부부, 

그리고 소득이 $112,500 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다. 2020 과세연도 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한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얼마 정도 지급되나. 

자격을 충족하는 개인 및 아동에 각각 $600 지급된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자격은 무엇인가. 

2020 년 3 월 발효됐던 경기 부양 패키지 지원 법안(CARES Act)과는 지급 조건이 달라졌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성인이어야 하며 취업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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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만 보유 시에는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당신은 사회보장번호를, 자녀는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가지고 있다면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당신은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체류 자격(immigration status)이 

각기 다른 상태(a mixed immigration status family)일 경우를 가정해보자. 사회보장번호 또는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를 가진 사람은 지급 대상자이지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만 있거나 

어떤 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참고: 부부 중 한명이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가 있을 경우 가족 전원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2020 년 3 월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 법안(CARES Act)에 비해 

지급 조건이 완화됐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자격을 충족할 경우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자동 지급된다. 

● 2019 년 납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 2018 년 납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 2020 년 11 월 22 일 이전 2020 부양 지원금 수령을 위해 세금미신고자를 위한 

도구(Non-Filers tool)를 이용했을 경우 

● 퇴직, 장애 및 유족 급여 등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경우 

●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수령할 경우 

● 철도 퇴직 급여를 수령할 경우 

● 재향군인이거나 VA 보상금 및 연금(C&P) 지원을 수령할 경우 

 

참고: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세 신고 후 리커버리 리베이트 자동 지급 대상이 된다. 

IRS 가 처리한 간이세금신고서 제출자 또한 자동 지급 대상자다. 

 

어떻게 신청하나. 

위와 같은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무소득 또는 저소득으로 인해 2018 년 및 

2019 년 납세 신고서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2020 년 11 월 22 일 이전 국세청 

홈페이지(IRS.gov) 내 세금미신고자를 위한 도구를 이용한 바가 없다면 자동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2021 년에 2020 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신고서 라인 30 에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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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12 월 31 일 기준 17 세 미만인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2019 년 12 월 31 일 기준 17 세 미만인 피부양 자녀는 리커버리 리베이트와 함께 인당 

$600 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2018 년 또는 2019 년 세금 신고 시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거나 그 외 요인으로 자녀가 지급 대상자라면 별도 절차를 필요로하지는 않는다. 

이때 자녀의 나이가 IRS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17 세 미만이어야 한다. (인증된 기관을 통해 

위탁받은 아동이 당신과 6 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이 보인다.) 

 

17 세 미만의 자녀가 있지만 2018 년 또는 2019 년에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 신고서 제출을 통해 자녀당 $600 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타인이 당신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았어야 하며 자녀가 사회보장번호 또는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7 세 이상인 피부양 자녀의 경우 아동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최근 대학을 졸업했고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에는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원금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원 금액은 가족 규모 및 2020 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자녀가 없는 개인은 소득이 $75,000 이하라면 $600 를 지원받는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소득이 $150,000 이하일 경우 $1,200 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112,500 이하인 세대주는 

$600 을 지급받으며,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액 이 $100 당 $5 씩 감액된다. 17 세 

미만 자녀는 $600 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지급은 언제쯤 진행되나. 

공식 지급 날짜는 2021 년 1 월 4 일이지만, 초기 자동 환급은 2020 년 12 월 9 일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 수표는 2020 년 12 월 30 일부터 우편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지만 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떡하나. 

올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2021 년에 2020 년 납세 신고를 마친 이후 17 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600 상당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세금 합산 신고를 했는데 둘 중 한 명은 사회보장번호를 나머지 한 명은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사람은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 대상자이지만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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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버리 리베이트를 돌려줘야 하나. 

그렇지 않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날 것이 아니다.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필요는 없다. 새로운 것에서 공제한 것이 아니며 

대출이 아닌 세금 환급이기 때문이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경우 체류 자격에 불이익이 있거나 공적 부조(Public Charge) 

대상으로 취급되나. 

아니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체류 자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부조 문제와 관련 없다. 

정당하게 지급받았다면 체류 자격 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를 지급받을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기타 보조금이 감소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나. 

아니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세금 환급이기 때문에 공적 부조,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 스탬프(SNAP), 최저 생계비 지원금(SSI), 섹션 8, NYCHA 등 

정부가 지원하는 기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최저 생계비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 재산 한도 $2,000(개인)과 $3,000(부부)에 12 개월간 

포함되지 않는다. 공적 부조의 경우, 지원금을 수령한 달로부터 2개월간은 지원 대상자 재산 

한도 $2,000(60 세 이상일 경우 $3,000)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징수 대상인가. 

리커버리 리베이트는 징수 대상이 아니며, 아동 지원 등에서 연방 정부 및 주정부에 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채일 경우 또한 변제 목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받았을 경우, IRS 에서 환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해 동일한 상황에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올해에도 

동일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체류 자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뜻하지 않게 수령했을 경우, IRS 에 반납하여 

체류 자격 평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부양 지원금의 경우, 초반에 IRS 는 수감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뜻하지 않게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반납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납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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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했다. 2020 년 3 월 27 일 이후 감옥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 중 지난해 부양 

지원금 대상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 리커버리 리베이트 또한 동일하다. 

 

사망자, 재산 또는 신탁기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리커버리 리베이트 지급 전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반납할 것을 IRS 가 요청했다. 

 

실업 보험 급여 기간 연장 

실업 보험(Unemployment Income) 급여 기간은 11 개월 연장되고 매주 $300 증가한다. 긱 

노동자(Gig economy workers) 및 자영업자 등 기존 실업 보험 급여를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팬데믹 실업 보조금(PUA) 또한 동일하다.  

 

팬데믹 긴급 실업 급여(PEUC) 또한 11 개월 연장되어 2021 년 3 월 14 일까지 최대 50 주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 년 3 월 14 일 기준, 스탠더드 26 주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은 최대 지원 기간을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2021 년 4 월 5 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 기금은 현재 지원금 승인 대기 기간(waiting week)을 보류하고 있는 주정부에 

확대될 예정이다. 자영업 소득이 $5,000 이상인 경우 혼합 소득 실업 급여(Mixed Earner 

Unemployment Compensation)를 통해 매주 $100 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세제 혜택 및 근로 소득 세제 혜택(The Child Tax Credit &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2020 년 과세연도에 아동 세제 혜택 및 근로 소득 세제 혜택(근로 소득 혜택)은 기존과 달리 

산출된다. 세제 혜택을 전부 받으려면 가족 규모에 따른 일정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요건을 충족했을 사람 중 대다수가 팬데믹으로 실직 또는 단축 

근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요건 충족이 불가능해졌다. 이들이 2020 년 기준 저소득층으로 

집계될 경우 해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021 년 통합세출법안에는 

2020 년 과세연도에 아동 세제 혜택 및 근로 소득 세제 혜택 산출 시 2019 년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Principles for Fair and Equitable 
Investment in Electric Vehicles 
and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The U.S. Treasury is sending out a second round of stimulus payments, and some people will 
receive the payment in the form of an Economic Impact Payments (EIP) prepaid card. The card 
is not a scam, and there are ways to cash or use the card without fees. 

 
How to Identify the Card: EIP Cards will be sent in a white envelope with the U.S. 
Treasury seal with this return address: Economic Impact Payment Card, PO Box 
247022, Omaha, NE 68124. This is this card: 
 

 

 

How to Use the Card with No Fees: Visit EIPcard.com to see the fee schedule, FAQs and 
more information. Key tips: 

▪ Use the card anywhere Visa is accepted, including online, on the phone, and at stores. 

▪ Use a surcharge-free ATM in the Allpoint network, including at Target, Walgreens, CVS, 
Kroger, Safeway, Winn Dixie and Circle K. Find an ATM near you by downloading the 
Money Network Mobile App or using the online ATM locator. At other ATMs, the ATM will 
charge a fee plus the card charges $2 after the first withdrawal. 

▪ Transfer the funds to your bank, prepaid or mobile payment account through the app or 
online. You may need to contact the provider of your other account to obtain the routing and 
account number. You can transfer up to $2,500 per day. 

▪ Go to the teller window at almost any bank or credit union. The first withdrawal, which can 
be up to $2,500, is free. Additional teller withdrawals cost $5. 

▪ Ask for cash back from a supermarket or big box store. 

▪ Call 800.240.8100 to request a free Money Network Check, which you can make out to 
anyone (i.e., a landlord, yourself). But you’ll have to wait for it in the mail, and you must log 
into your account to get a number to activate the check, so the other options may be easier. 

 
What to Do if You Threw Out the Card: Call 800.240.8100. Replacement cards are free. 

 
Keep the Card Even After It is Empty. You may be able to use it to quickly receive additional 
payments if Congress passes another stimulus bill. 

 
For more information, watch CFPB’s video explainer on EIP prepaid debit cards. 

 

The nonprofit National Consumer Law Center® (NCLC®) works for economic justice for low-income and other 
disadvantaged people in the U.S. through policy analysis and advocacy, publications, litig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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