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점은
무엇인가?
재난지원금(EIP)이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200입니다.
수혜자는 일을 하고 있든 실직한
상태이든 상관 없이 재난지원금
(EIP)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2018년이나 2019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수표
 단체 또는 개인 은행 계좌로

추가 항목
국세청(IRS)

 Direct Express 카드로 직접 입금

효과

 EIP 핫라인:
1-800-919-9835
 https://www.irs.gov/
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사회 보장국(SSA)
 https://www.ssa.gov/
coronavirus/eip-cares-act

대리 수령인을
위한 정보
수령인

기타 문의 사항?

심사 및 수혜자

문의하기!

지원 사무실

직접 입금

 재난지원금 선불 카드

경제적

OPRABAinfo@disabilityrightsca.org

www.disabilityrightsca.org

(800) 776-5746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의 보호

누가 할 수 있나?
 재난지원금(EIP)은 사회보장국의

어떻게 할 수 있나?
 수혜자는 자신이 선택하는 어떤

영향을 주나?
재난지원금은 다음이 아닙니다:

수당이 아닙니다. 대리 수령인은

것에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혜자의 허가 없이 수혜자의

있습니다.

 실질적 유급 활동에 포함되지

지원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수혜자는 이 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귀하는 일반적으로

않습니다; 또는

 수혜자가 수령한 이후 12개월의

선택하거나 그것의 사용 방법을

SSA 또는 Medi-Cal 수당으로

SSI 또는 Medi-Cal 자산 한도로

수혜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처리되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재난지원금이 언제

데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들을

들어오는지 수혜자에게 알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요청하면
귀하는 지원금 전액을 수혜자에게

 수혜자는 이것을 PASS 플랜이나
ABLE 계정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지원금 관리에 도움을
요청하면 귀하는 그가 그 돈을

쓰거나 관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대리 수령인

회계 보고서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귀하가 수행하는 수령인
역할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장기 요양 시설
 장기 요양 시설은 입원자에게
재난지원금의 양도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원지원금은 세금 공제이며,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아닌 세금 공제이기

입원자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때문에 처음 12개월에 대한 연례 회계

연방무역위원회 및 허가 기관에

보고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