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실업수당(Federal Unemployment Benefits)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용 가능
몇가지 연방 프로그램이 실직 중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실업 보험을 제공하는 EDD의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혜택은 특정 실직 주간에 대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실업 기간이 연방 급여가 사용 가능한 기간 내에 있고 청구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 처리가 나중에 처리되더라도 해당 주 동안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혜택 프로그램

기타 연방 및 주 법률

일반주

1년의 혜택 연도

실업보험(Regular

12개월 동안 최대

state Unemployment

26주의 혜택

케어 법(CARES Act)

지속적인 지원법

미국구조계획법

(Continued

(American Rescue Plan

Assistance Act)

Act)

총합

최대 26주의 혜택

Insurance, UI)

팬데믹

2020년 3월

2020년 12월

2021년 3월 14부터

비상실업보상(Pandemic

29일부터 12월

27일부터 2021년 3월

2021년 9월 4일

Emergency

26일 사이의 실직에

13일 사이의 실직

사이의 실직 주간에

Unemployment

대해 최대 13주의

주간에 대해 추가된

대해 추가된 29주의

Compensation, PEUC)

주 혜택.

11주의 혜택

혜택.

연장

-

-

-

최대 53주 혜택

연방-주 연장 기간 FederalState Extended Duration
(FED-ED) 연장(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실업급여를 모두 사용
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2020년 5월

최대 20주 혜택

10일부터 시작한

(현재 연장된 복리후생

실직 주간에 대해

기간의 종료 일자는

최대 20주의 혜택

없습니다)

팬데믹 실업

2020년 2월 2일 및

2020년 12월

2021년 3월 14부터

지원(Pandemic

12월 26일 사이의

27일부터 2021년 3월

2021년 9월 4일

Unemployment

실업 주간에 대해

13일 사이의 실직

사이의 실직 주간에

Assistance,

최대 46주의 혜택.

주간에 대해 추가된

대해 추가된 29주의

PUA)(중소기업

-

11주의 혜택

혜택.

소유주, 자영업자, 독립

-

-

-

2020년 4월

2020년 12월 27일에

2021년 3월 14일부터

실업보상(Federal

4일부터 7월 31일

승인된 2020년 7월

2021년 9월 4일 사이의

Pandemic

사이에 실업

26일에서 2020년 9

실업 주간에 대한 주간

Unemployment

주간에 대한 주간

월 5일 사이의 실업

혜택에 $300이 추가됨.

Compensation,

혜택에 600달러의

주간에 대한 주간 혜

-

FPUC)(캘리포니아에서

경기부양 급여가

택에 $300 격려금

는 팬데믹 추가

추가됨

지급이 추가됨

보상(Pandemic

-

-

계약자 및 일반 UI를
사용할 자격이 없으며
팬데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실업.)
연방 팬데믹

Additional
Compensation)이라고
도 알려짐)

최대 86주간의 혜택

손해임금 지원지불(Lost

2020년 12월

Wages Assistance

27일에 승인된

Payments)

2020년 7월
26일에서 2020년
9월 5일 사이의
실업 주간에 대한
주간 혜택에 $300
격려금 지급이
추가됨
-

edd.ca.gov

2021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