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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안) 의결

미 하원은 10.1일(목)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2조 달러 규모의 추가 재
정지원(안)을 통과시킴(찬성 214, 반대 207 )

□

*

*

o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규모가 크고 일부내용은 코로나 위기와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 반대

민주당 주도로 제청된 동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Heroes Act (3.4조
달러 규모)의 수정 법안 성격
*

*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주․지방정부
지원, 실업급여 연장, 현금지급 등을 담고 있으나 상원 미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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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

그동안 미 의회는 코로나
에 대응하기 위해 월과 월에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무료 코로나
검사 각 부문 경제지원
등을 위해 재정지원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음

동 법안 제출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민주당)과 므느신 재무부 장관은 추가 재정지원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므느신 장관은 9.30일 1.6조 달러 규모의 정부안(주당 $400
의 실업급여 지급, $2.5천억의 주․지방정부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나 합의 불발
법안의 주요 내용
□ 지난 3월 통과된 CARES Act 등의 코로나 피해 지원이 일부 종료(주당 $600의 실
업급여 지급 7월 만료 등)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o 추가 현금지급(납세자당 $1,200), 실업수당 재개(주당 $600, 내년 1월까지), 코로나19
테스트 및 치료 지원, 주 정부 등에 대한 의료 종사자 급여 지원 등이 담김
o 아울러 영세 사업자(레스토랑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PPP 급여보호프로그램 개선),
항공 산업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250억), 교육 및 보육 강화를 자금 지원(교
육 $2,250억, 보육지원 $570억)이 포함됨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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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원을 통과한 재정지원(안)의 주요 내용

10.1
지원 분야

주요 내용 및 지원금액

주 및 지방 정부 지원
(Honors our heros)

주, 지방 정부에 대해 응급 구조대 및 의료 종사자 등에
대한 급여 자금 지원 ($4,360억)

추가 현금 지급

납세자 당 $1,200, 부양 가족당 $500 지급

실업수당 재개

내년 1월까지 주당 $600 지원

코로나19 테스트, 치료 지원
급여 보호

테스트, 접촉이력 추적 및 치료 비용 등 지원 ($750억)
고용유지 세제 지원 등

향후 전망)
□ 하원 의결안이 행정부와 합의된 것도 아닌데다가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상원 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

*

o

□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척 그래슬리)은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지원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CNN, 10.1일)

대통령 선거일(11.3일)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간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도 촉박

다만 하원을 통과한 동 법안은 행정부와 정치권에 대선 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압력 으로 작용할 가능성
*

*

o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현 상황이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긴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도 해석

대선 전에 재정지원 방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연말과 내년 초 미국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 은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등의 항공사는 CARES Act에 따른 정부의 항공사에 대한 급여 지원이 9
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32,000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한다고 밝힘

* United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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