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1200 / 어른 1인당 

$500 / 자녀 1인당 

자격요건 
수입이 $75,000 미만인 경우 $1200 전액을 받음. 

수입이 $75,000 - $98,999인 경우 $1200보다 적은 금액을 수입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받음.  

수입이 $99,000 이상인 경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지급액이 2배가 됨 

지급액 결정 기준 
2019년 세금 보고를 이미 한 경우, 보고된 수입에 근거하여 지급액을 계산함 

2019년 세금 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2018년에 보고된 수입을 근거로 지급액 계산함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혜택과 장애혜택이 수입의 전부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액
을 받을 수 있게 됨.  

이 경우 IRS는 사회보장국(SSA)과 긴밀히 협의 해 해당 정보를 확보하게 되지만, 이러한 절차
에도 불구하고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지급 방법  
세금 보고시 Direct Deposit을 설정하였을 경우, 은행 구좌로 곧바로 디파짓이 이루어 짐. 

Direct Deposit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됨. 

주소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IRS에서 지급하기 전 개별적으로 주소 및 계좌번호를 하게 됨 

출처: IRS @https://www.irs.gov/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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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will my stimulus payment be? 
$1200 each adult 

$500 each child  

Who will qualify for this stimulus payment? 
Anyone who makes under $75,000 

Anyone who makes $75,000 - $98,999 for a reduced payment 

Anyone who makes over $99,000 will not qualify 

This amount will double for couples filling married filing jointly  

Is the stimulus payment based on my tax return? 
Yes, if you have already filed your 2019 tax return. The stimulus payment is based 
on the income reported. 

If you have not filed your 2019 tax return, the stimulus payment will be based on 
the income reported in your 2018 tax return. 

What if I do not file taxes? 
If you only source of income is social security/disability, you should still receive 
the stimulus payment. The IRS will team up with the SSA to acquire this 
information. 

Even though there are provisions for this, some people could be missed. 

How will you receive this stimulus payment? 
If you set up a direct deposit in your tax return, the stimulus payment should be 
direct deposit to your account.  

If not, you will receive a check in the mail. 

What if my account number and address are changed? 
The IRS has a plan in place to verify account numbers and addresses 

Source: IRS @ https://www.irs.gov/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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