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 시 받는 질문 
실업 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전화로 신청하든 특정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번호 연방법에 따라 혜택을 수령하려면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장 최근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일한 기간 및 근무 내용에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 가장 최근 고용주와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 아직 오지 않은 날짜는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근무 중인 경우, 실업 수당 신청 날짜를 사용하면 
됩니다. 

• 지난 2년간 기타 모든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지난 2년간의 모든 고용주를 
반드시 나열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고용주를 최대 16명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6명 이상의 고용주와 근무한 경우, 반드시 클레임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모든 고용주에 대해 근무한 날짜.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최선의 
추정치를 알려주십시오. 이 정보는 고용주가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금 및 근무 시간만 보고합니다. 

• 주로 노조를 통해 직장을 얻는다면, 노조의 이름 및 현지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지난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아무 기관 사본으로 DD214가 2~8장 
필요합니다. 

• 지난 2년간 연방에 고용되어 있었다면, 표준 양식 8 (Standard Form 8, SF8)--
실업 보험에 대한 연방 직원 통보 (Notice To Federal Employees About 
Unemployment Insurance) 및 표준 양식 50 (Standard Form 50, SF50)--인사 
처리 통보 (Notice of Personnel Action)이 필요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신청이 
더욱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 발급한 외국인 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지 마십시오. 신청은 처음 신청한 주의 
일요일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시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느냐 전화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서 예시나 전화 질문을 검토하여 대비하고 정보를 모아두면 처리 
완료에 도움이 됩니다. 

실업(Unemployment) 페이지로 돌아가기 

고용 안전부(Employment Security) 개인정보 정책 읽기 

고용안전부는 균등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요청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한적인 영어 유창성 

개인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워싱턴 중계 서비스: 711 

https://esd.wa.gov/unemployment
https://esd.wa.gov/newsroom/ESD-privacy-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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