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사무소 이름
P.O. BOX
시

CA 우편번호

결정/판결 통지서
우편 발송일 00 / 00 / 00
청구 년도 시작일 00 / 00 / 00

청구인 이름
청구인 주소
시

EDD 전화번호:
영어
스페인어
광둥어
북경어
베트남어
TTY

CA 우편번호

1-800-300-5616
1-800-326-8937
1-800-547-3506
1-866-303-0706
1-800-547-2058
1-800-815-9387

SSA 번호 000-00-0000

귀하는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 법령 제 1256 절에 따라 00 / 00 / 00 부터 향후 취업을 할 때까지 실업 수당을
수급할 수 없으며, 실업 수당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에 근로를 재개하여 실제 고용을 통해서 $0.00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을 취득한 후에 실업 수당 청구를 재개시하려면 상기에 나와 있는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귀하는 (고용주 이름)의 일자리를 마지막으로 근로를 중단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해당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혹은 그만두기 전에 다른 모든 합리적인 선택 사항들을 고려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EDD 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한 결과 귀하가 실업 수당 수급에 적절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제 1256 절에서는 합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최근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최근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은 실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1260A 절에서는 제 1256 절에 따라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에 주당 실업
수당 금액의 5 배 또는 그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직장에 실제 고용되어 서비스를 수행할 때까지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
이 결정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아래 내용을 따라주십시오.
1.

동봉된 이의 제기 양식(DE 1000M)을 작성하거나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십시오. 이의 제기를 위해 서신을 작성하는 경우 EDD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EDD 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기재하십시오.
(표제 22, 캘리포니아주 법규집(CODE OF REGULATIONS, CCR), 제 5008 절).

2.

DE 1000M 또는 본인이 작성한 서신을 이 통지서 1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무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3.

이 통지서의 우편 발송일로부터 삼십(30) 일 이내 혹은 00 / 00 / 00 까지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이의 제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 GUIDE TO BENEFITS AND EMPLOYMENT SERVICES(혜택 및 고용
서비스 가이드)”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없는 경우 통지서 1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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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관련 정보
귀하의 이의 제기서가 수령되면 귀하의 케이스가 재검토됩니다. EDD 에서 이전과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귀하의 이의 제기는 항소심사실(Office of Appeals)로 보내집니다. 30 일이 지난 이후에는 이의 제기 지연 사유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 사유가 합당한지는 행정법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법 판사가 지연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결정하게 되면 귀하의 이의 제기는 기각됩니다.
항소심사실에서 청문회 일자, 장소, 시간이 적힌 안내문과 항소 청문회 과정을 설명한 팸플릿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청문회에서는 행정법 판사가 귀하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내용을 검토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귀하는 대리인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지속을 요청할 경우: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EDD 에 실업 수당 청구서를 계속 발송해야 합니다. 항소심사실에서 청구서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이 통지서 1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행정법 판사가 귀하의 실업 수당
자격이 적격하다고 결정할 경우, EDD 는 해당 주에 대해 실업 수당 청구서를 수령한 경우에만 실업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서비스: (1)취업 의뢰 (2)장애 보험 (3)기타 EDD 서비스 (4)다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정보는
EDD 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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