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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 
직장이 폐쇄되었거나, 출근할 수 없거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

독립 계약업자나 자영업자인 경우 또는 임금 및 근무 
시간이 고용 안정부(Employment Security)로 보고되지
않아 업무에 영향을 받거나 사업 운영이 중단된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확대된 실업 수당 수급 자격확대된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정규 실업 수당을 이전에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필수). 아직 신청하지 않아 
거부된 적이 없다면, 저희 웹 사이트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 수당 
수급을 위한 자격 조건 검사지 및 신청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기준 연도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코로나-19
로 인해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기준 연도란 수당을 
신청한 주 이전에 이미 지나간 최근 다섯 번의 분기 
중 첫 번째 분기부터 네 번째 분기를 말합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정보신청 전 준비해야 할 정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는 데 필요할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정규 실업 수당 신청서에 입력했던 정보와 동일한 
개인, 업무 이력 및 은행 정보

자영업자 또는 독립 계약업자이거나 저희 측에
귀하의 급여 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2019년도 서류. 

고용 안정부는 균등 기회 고용인/프로그램입니다. 장애를 지닌 분들은 요청 시 추가적인 도움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분들을 위해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Washington 릴레이 서비스: 711

코로나-19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수당의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확대된 팬대믹 실업 확대된 팬대믹 실업 
수당 신청 체크리스트수당 신청 체크리스트..

수정일: 2021년 2월 24일

• 1040 Single 서류

• 1040 Joint 서류(Schedule C 포함)

• 1125-E

• Schedule F: Profit or Loss from Farming

• W-2

• 코로나-19

• 1040-SE

• 1065 Schedule K-1

• 1099-Misc 또는 1099-K

 분기별분기별 2019년년 수입 증명:  
수표 기입장, 사업 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및 기타 
회계 보고서에서 이러한 수치를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신청 방법:
본 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자세한 도움말 및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통화량이 많으므로 온라인으로 더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기나 태블릿을 사용해도 되지만 웹 사이트 사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ecureAccess Washington (SAW)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생성하십시오. 계정을 생성하기 전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여 흔히 발생하는 문제 에 
대비하십시오

 secure.esd.wa.gov/home에서 시작합니다. SAW 
사용자명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eServices 의 실업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급여 정보 입력에 관한 다음의 특별 지침 급여 정보 입력에 관한 다음의 특별 지침 
사항을 사항을 참조하십시오참조하십시오.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2019년도 급여만 입력하십시오. 

 “총”수입이 아닌 “순”수입만 입력하십시오.순수입은
공제액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입니다.

 분기별 수입 입력 시 2019년 수입을 1~3월, 4~6월, 
7~9월, 10~12월로 나누어 입력하십시오.

신청 및 승인 후신청 및 승인 후: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주당 수당 신청서를 바로  
제출하십시오.

http://esd.wa.gov
https://esd.wa.gov/unemployment/basic-eligibility-requirements
https://esdorchardstorage.blob.core.windows.net/esdwa/Default/ESDWAGOV/newsroom/Language-Resources/language-pages/korea/Korean-COVID-19_Eligibility_Checker.pdf
https://esdorchardstorage.blob.core.windows.net/esdwa/Default/ESDWAGOV/newsroom/Language-Resources/language-pages/korea/Korean-COVID-19_Applications_CheckList.pdf
https://esdorchardstorage.blob.core.windows.net/esdwa/Default/ESDWAGOV/Unemployment/Guide_for_expanded_benefits_COVID.pdf
https://esd.wa.gov/unemployment/technical-support
https://secure.esd.wa.gov/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