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이거나 근무 시간 또는

캘리포니아

실업
수당 프로그램

임금이 줄어든 경우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EDD)로부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지난 18개월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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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되어 임금을 받았나요?1

귀하는 일반 실험 보험 (UI) 수당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적격
대상이라면 최대 26주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UI Online
(edd.ca.gov/unemployment)를 방문하여 지원하십시오.
수당을 받는 주가 다 끝나가고 있다면, 최대 53주를 보장하는 팬데믹
긴급 실직 보상 (PEUC)4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UI 수당 주가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귀하의 청구 요청에서
수당 연도가 만기되었나요?
수당 연도는 귀하의 실업 수당
청구 요청의 시작일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아
니
오
UI Online (edd.ca.gov/
unemployment)에서 귀하의
청구를 제출 또는 재청구하여
2주마다 EDD의 수당 지급
적격성 결정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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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업주, 또는 독립
계약자로 수입이 있습니까?2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직을 했다면 팬데믹
실직 지원 (PUA)3 의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격
대상이라면 최대 86주까지 PUA 수당을 받을 수 있습
니다. PUA page (Bit.ly/ PUAEDD)를 방문하여 지원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참고: 직원으로, 자영업자, 사업주 또는 독립 계약자로
모두 수입을 올린 경우에는 UI 온라인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고용주가 보고한 임금을 받았어야
믿는다면 UI 온라인에 보고하고 그 고용주의 이름을
보고하십시오. EDD는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UI 또는 PU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UI Online
(edd.ca.gov/unemployment)를 방문하여 지원하십시오.
수당 연도가 만료되었다면, UI Online
(edd.ca.gov/unemployment)에서 새로운 실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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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UC 연장 수당 주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면, 또 다른 20주의 수당
기간인 연방-주 연장 기간 (FED-ED)5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PEUC 수당 주가 다 끝나셨습니까?

2주마다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인증하십시오.

임금이 충분하다면, 그 청구는 처리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EDD는 자동으로 이전 UI 청구에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EDD가 자동으로 귀하의 청구에 대한 PEUC
연장 신청을 하고 이메일, 텍스트 또는 UI 온라인 계정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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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청구에 대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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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PEUC 연장을 제출하고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귀하의 일반 UI 청구가 2019년 5월 19일 이후에 시작되고
귀하가 FED-ED의 특정 자격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EDD는 귀하의 청구에 대해 자동으로 FED 수당 연장 신청을
처리합니다 그에 관련하여 알림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UI
온라인 계정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귀하가 부적격한 경우, EDD는 5-7일 이내에 귀하가
부적격인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EDD는 귀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이미 PUA 수당
청구가 있었다면 자동으로 귀하의 PUA 수당 청구를 열거나
다시 열 것입니다. 그에 관련하여 알림을 받게 됩니다.
본인의 UI 온라인 계정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FED-ED Extension Page (Bit.ly/CA-FEDED)를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세요.

직원 임금은 보통 W-2 세금 양식으로 보고됩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고용주로부터 W2 세금 양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귀하는 여전히 직원 임금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자가
귀하를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잘못 분류되어 직원 임금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DD에 연락하여 임금 감사를 요청하십시오.
2
해당 유형의 임금은 보통 1099 세금 양식으로 보고됩니다. 귀하의 수입이 1099년 세금 형태로 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가 직원 임금을 받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를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잘못 분류되어 직원 임금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DD에 연락하여 임금 감사를 요청하십시오.
3
새로운 PUA 수당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2020년 12월 6일이며, 2021년 9월 4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PEUC 수당 연장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2020년 3월 29일이며 2021년 9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5
FED-ED 연장 수당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2020년 5월 10일입니다. 현재 설정된 종료 날짜가 없습니다.
1

Rev. 3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