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의
다른점은 뭔가요?

IRS.gov/EIP
대부분의 적격 개인들은 3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20 세금 신고서 제출 외 추가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금의 액수는 소득수준, 납세자 구분 및
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적격 개인의 3차 지원금 액수
가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됩니
다.

$2,800 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적격 개인

이하 자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적격 개인은 신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적격 개인(영어)은
은 $1,40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 적격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적격 부양 가족 당 $1,400 까지 받을 수 있
습니다.

1차 및 2차 지원금과 다르게 3차 지원금은 17세

고서에서 청구된 대학생, 장애가 있는 성인, 부모
또는 조부모를 포함한 나이가 있는 모든 적격 부

양 가족(영어)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IRS.gov에 있는 내 지원금
받기 도구에서 귀하의 3차 지원금
이 언제 및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아보세요.

있습니다.

1차 및 2차 지원금을 받았었거나 또는 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적격 대상이였더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3차 지원
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차 지원금에 대한 소득 감소 금액(영어)은 다릅니다. 조정된 총 소득
(영어)이 개인은 $75,000, 세대주는 $112,500 또는 부부 공동 신고

및 적격 미망인은 $150,000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감소됩니다. 개인은
$80,000; 세대주는 $120,000; 부부 공동 신고 및 적격

미망인은 $160,000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0 으로 됩니다. 이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개인은 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오직 하나의 취업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SSN)만 세금 신고
서에 요구됨.
■ 유효한 SSN이 없는 적격 개인은 유효한 SSN을 소지한 적격 부양 가

족 한명 당 $1,4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SSN을 소지한 적격 개인 본인은 $1,400 까지, 부부공동신고

경우 유효한 SSN을 소지한 배우자는 $1,400, 또한 유효한 SSN을 소
지한 적격 부양 가족 한명 당 $1,4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신고 시 배우자 한명이 현 과세연도 어느 한 시점에 미국 군

대의 현역 군인이였다면 부부 중 오직 한명만이 유효한 SSN을 소지하
고 있더라도 $2,800 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한 SSN을 소지한
적격 부양 가족 한명 당 $1,4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2020 세금 신고서가 처리된 이후에 보충 지원
금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의 금액은 가장 최근 처리된 2020 또는 2019 세금 신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납세자의 2020 신고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2019
신고서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계산할 것 입니다. 이는 작년에 IRS.gov에
있는 미 제출자 포털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등록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3차 지원금이 2019 신고서 기반였던 납세자는 2020 신고서가 처리된 후

보충 지원금(영어)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더 많거나 지원금 전액을 받
을 자격이 있다면 이 납세자는 추가 금액의 보충 지원금을 받을 것 입니

다. 2020 신고서를 사용하여 IRS는 자동적으로 적격성을 재평가할 것 입

니다. 이 재평가를 위해서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2020 12월 법은 부부 공동 신고 시 배우자 한명만이 유효한

SSN을 소지했었던 경우의 이전 자격 요건을 바꿨습니다. 1차 또는 2
차 경제 충격 지급금 중 하나 또는 둘다 받지 않았을 경우 2020 세금

신고서를 공동 제출 시 2020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청구 할 자격이 있
을 수 있습니다. 3차 지원금은 2020 세금 신고서에서 신청하지 않으

며 또한 2020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자격 대상입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 체류자이며 귀하(및 귀하의 배우자, 공동신
고 경우)가 다른 납세자의 2020 세금 신고서에서 부양 가족으로 청구되지 않으
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 (SSN)를 (부부공동신고 시 예외 상황(영어) 및 적격
부양가족 예외 상황(영어) 참고) 소지하고 있으며 조정된 총 소득 (AGI)이 아래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 또
는 적격 미망인일 경우
$150,000

세대주 일 경우
$112,500

기타 납세자 구분을 사
용하는 적격 개인은
$75,000

Publication 5514 (ko) (4-2021) Catalog Number 32619F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