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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복 환급 세액공제에 적격인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첫 두 
차례의 경제 충격 지원금으로 이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습니다. 놓
친 1차 및 2차 지원금은 2020년 세금 신고서에서만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첫 두 차례 경제 충격 지원금 전액을 받은 개인은 2020년 세금 신
고서에서 2020년 회복 환급 세액 공제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세금 신고서에 
2020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  
청구하기

❯ 1차 또는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적격이나 받지 못했거나 전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던 사람은 2020 회복 
환급 세액공제 신청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않더라도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청구해 야 합니다.

 
 
 

 
 

 

❯ 2020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자격 요건은 첫 두 차례 경제 충
격 지원금과 동일하지만, 청구 적
격성과 공제 금액은 개인의 2020
년 과세연도 정보에 기초합니다.

❯ 국세청은 1차 및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
우,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
미 처리된 경우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수
정하여 2020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청
구하는 방법을 IRS.gov/rrc 에서 참조합니
다. 개인은 온라인 계정에 안전하게 접속
하여  세금 기록에서 1차 및 2차 경제 충 
격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 정보

다음의 경우 첫 두차례 경제 충격 지원금  
전액을 받은 것입니다.

 
 

❯ 1차 경제 충격 지원금은 1,200 달러(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2,400 달러)이며 적격 자녀(영어) 일인당 500 달
러 추가됨

❯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은 600 달러(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1,200 달러)이며 적격 자녀(영어) 
일인당 600 달러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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