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간행물의 정보는 2021년 2월 12일 기준입니다. 

nyc.gov/dcwp에서도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십시오. 
 

 

중요 

• 1차 및 2차 경기부양지원금(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2021년 4월 

15일까지 2020년도 세금 신고를 하고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받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2, 4, 5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지원금을 받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계좌 이체입니다.  

 

2차 경기부양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s) 및 환급 회수 

세액공제(Recovery Rebate Credit)에 대해 알아 둘 사항 
 

2021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및 구조 지원 충당 비용법(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자격이 있는 개인과 가족은 2차 경기부양지원금(EIP 또는 재난 지원금)을 우편(종이 

수표 혹은 직불 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령 대상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2차 대상 자격 및 지원금 금액 
 

대상 자격 지원금 금액 – 1인 소득 신고자 지원금 금액 – 공동 소득 신고자 

자격을 충족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체류자여야 합니다. 

• 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조정 후 

총소득(AGI)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87,000(1인 가구 소득 

신고자) 

▪ $174,000(공동 소득 

신고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 
 

• 다른 사람의 납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AGI $75,000 이하: 
 

• $600  
 

AGI $75,001 이상 $87,000 이하: 
 

• $100당 $5 차감  

$75,000 이상 
 

참고:  

• 만 17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600 추가 지원 

• 부양 자녀가 있고 소득이 

$87,000를 초과하는 1인 소득 

신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GI $150,000 이하: 
 

• $1,200  
 

AGI $150,001 이상 $174,000 이하: 
 

• $100당 $5 차감  

$150,000 이상  
 

참고:  

• 만 17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600 추가 지원 

• 부양 자녀가 있고 소득이 

$174,000를 초과하는 공동 소득 

신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350($80,000 AGI) 

• 만 17세 미만 부양 자녀에 관한 

정보는 상기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예: 
 

• $950($155,000 AGI) 

• 만 17세 미만 부양 자녀에 관한 

정보는 상기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irs.gov/coronavirus/second-eip-

faq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상태와 관련된 정보는 irs.gov/ei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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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nyc.gov/site/dca/index.page
https://www.irs.gov/coronavirus/second-eip-faqs
https://www.irs.gov/coronavirus/second-eip-faqs
http://www.irs.gov/eip
https://icons8.com/icon/875/warning-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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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만 17세 보다 많은 부양가족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60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 해당 부양가족은 최대 $600 상당의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원금 관련 참고 사항: 
 

• 지원금은 과세 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 Medicaid,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공공 주택  

등 복지 수당 지급을 위한 자산 평가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12개월 동안 재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공익 

목적으로).  

1차 및 2차 재난 지원금 관련 중요 공지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 전액을 받지 않은 

경우: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차 지원금은 

종이 수표나 EIP 카드(직불 카드) 등의 다른 형식으로 

우편 수령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IP 카드 안내: 
 

• EIP 카드는 미국 재무부 직인이 찍힌 흰색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 EIP 카드의 앞면에는 Visa 이름이, 뒷면에는 발급 

은행명 MetaBank®, N.A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우편물에는 EIP 카드를 안전하게 활성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를 비롯한 EIP 카드의 상세 정보는 

EIPCar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20년도 연방 세금 신고 시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두 가지 재난 지원금 또는 1차 

지원금의 미지급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NYC 무료 세무 대행(NYC Free Tax 

Prep) 서비스 관련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자격 대상 확대:  
 

2020년 12월 통과된 COVID 구제 법안은 1차 

지원금의 자격 대상 규정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 공동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기혼 부부로, 둘 중 한 

명만 SSN이 있는 경우. SSN이 있는 배우자는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1,200와 SSN이 있는 적격 자녀 

1인당 $500의 추가 지원금. 

▪ 2차 지원금 $600와 SSN이 있는 적격 자녀 

1인당 $600의 추가 지원금. 
 

• 군인 부부로, 둘 중 한 명만 SSN이 있는 경우.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SSN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1차 지원금 

$1,200.  

(이전에는 SSN이 있는 군인 배우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음) 
 

• 수감자인 경우.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 

  

https://www.eipcard.com/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page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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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2차 지원금 수령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2차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소득 자격을 충족하고 2019년 세금 신고를 완료했거나 미국 국세청(IRS)의 비신고자용 도구를 사용해 1차 

지원금에 등록한 경우 

• 아래의 연방 혜택 중 하나를 받고 있으며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재향군인(VA) 보상금 및 연금 혜택   

▪ 사회보장국(SSA) 혜택(퇴직금 및 장애인 

생활 보조금(SSDI) 포함) 

▪ 생활 보조금(SSI) 

▪ 철도 보훈회(RRB) 혜택  

▪ 유족 보조금 혜택(VA, SSA, RRB) 

 
 

IRS는 지원금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안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대상자 해당 사항: 필요한 조치: 사용 도구: 

2019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했거나 

IRS 비신고자용 도구를 사용해 

등록한 경우 

해당 사항 없음 

 

irs.gov/getmypayment  
 

IRS의 Get My Payment(지원금 

신청) 도구를 사용하여 지급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SSA, RRB, SSI 또는 VA 보상금 및 

연금 혜택을 받고 있고, 세금 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SSA 또는 RRB 혜택을 받고 있고, 

세금 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17세 

미만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2020년에 수령 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2021년 4월 15일까지 2020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SSI 또는 VA 보상금 및 연금 혜택을 

받고 있고, 세금 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17세 미만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2020년에 수령 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2021년 4월 15일까지 2020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 >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4/5 
 

자동 2차 지원금 수령 대상이 아닌 사람  
 

2019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IRS 비신고자용 도구를 사용해 1차 지원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2차 지원금을 자동으로 수령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안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용어: RRB: 철도 보훈회 

SSA: 사회보장국 

SSI: 생활보조금 

VA: 재향군인 보상금 및 연금 혜택 

 
계속 > 

 
 
 
 
 
 
 
 
 
  
 
  

대상자 해당 사항: 필요한 조치: IRS Get My Payment 도구  

사용 필요 여부 

 
irs.gov/getmypayment 

미납된 세금이 있거나 환급받을 

내역이 있고 2019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신고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받으려면 2021년 4월 

15일까지 2020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십시오. 

 

5페이지에서 NYC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세금 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SSA*, 

RRB*, SSI*, 또는 VA* 보상금과 

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19년도 과세 AGI가 다음 기준 

미만인 적격 개인과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 $12,200(1인 가구 소득 신고자) 

• $24,400(공동 소득 신고자) 

 
*아래의 ‘용어’를 참조하십시오. 

2021년 4월 15일까지 2020년도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하십시오. 

 

5페이지에서 NYC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 항목: 
 

• 양식 1040 또는 양식 1040-SR  

(환급 회수 세액공제 신청용) 
 

• 경기부양지원금 통지서 1444: 이 

통지서는 2020년에 수령한 

지원금 금액을 보여줍니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환급 회수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이 도구를 사용해 지급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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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무료 지원 
 

NYC 재정 지원 센터(NYC Financial Empowerment Center):  

전화로 무료 재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예약하려면 nyc.gov/TalkMoney 또는 3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상담원과 함께 이체받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가계 예산 또는 소득에 대한 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원은 NYC SafeStart 계좌 개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아래 정보 참조). 

 

NYC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NYC Free Tax Prep): 

nyc.gov/taxprep을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IRS에서 승인한 VITA/TCE 세무 서비스 자원봉사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드롭오프 서비스 또는 온라인(가상 세금 

신고, 지원형 자체 세금 신고 온라인)을 비롯한 대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NYC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는 환급 회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1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NYC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68,000(가정) 또는 $48,000(1인 

가구 소득 신고자) 미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 문자 또는 이메일(자가 준비 지원용) 

• 안전한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기능(가상 세금 준비용)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nyc.gov/safestart에서 다음과 같은 은행 업무 옵션 정보와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YC SafeStart 계좌 

첫 계좌 개설자를 위한 안전하고 부담 

없는 예금 계좌인 NYC SafeStart 계좌를 

제공하는 여러 은행 및 신용 조합 중 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DNYC  

임시 신분증으로 IDNYC의 사용을 

허용하는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Bank On 

온라인으로 Bank On 인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자금 운용 관리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좌 예금 계좌 개설하기  

 

선불카드 알아보기 

 
AccessNYC: 

access.nyc.gov/coronavirus-covid-19-updates에서 주택, 식품, COVID-19 테스트 및 백신 접종 기관, 혜택 

정보, 학교 및 아동 보호 등을 비롯한 뉴욕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IRS: 

IRS는 잘못된 금액으로 위조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번호를 물어보거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사기 방식 등에 주의하십시오.  

IRS.gov/coronavirus에서 Tax Scams/Consumer Alerts(세금 사기/소비자 경보)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get-free-financial-counseling.page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file-your-taxes.page
https://www1.nyc.gov/site/dca/consumers/open-savings-account.page
https://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consumers/OFE_CheckingAccount.pdf
https://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consumers/OFE_PrepaidCards.pdf
https://access.nyc.gov/coronavirus-covid-19-updates/
https://www.irs.gov/newsroom/tax-scams-consumer-ale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