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본인이 자격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본인 정보를 수집한 후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COVID-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실업 급여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급여 신청 전:
전
	성명,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
	다음을 포함해, 지난 18개월간 전체
근로 이력

아래는 몇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고용주가 임시로 직장을 폐쇄.
사업 부진 또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임시 휴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
그외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OVID-19 관련 특정 시나리오는
esd.wa.gov/newsroom/covid-19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업 급여 수급 기본 자격 기준:
기준
기준 연도에 최소한 680시간 근무하였고,
최소한 임금 일부는
워싱턴 주내에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준 연도는 청구를 접수하는 주 이전의 마지막
5개 완료 달력 분기 중 첫 4개 분기입니다.

예시:
예시
• 2020년 3월에 청구를 접수한 경우,
기준 연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2020년 4월, 5월 또는 6월에
청구를 접수하는 경우, 기준 연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 기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esd.wa.gov/unemployment/basic-eligibility-requirements
에서 확인하십시오.

• 고용주 명
• 주소
• 전화번호
• 고용주별 고용 시작 및 종료일
은행 계좌번호 및 라우팅 번호
(계좌 입금을 원하는 경우)
보통 조합을 통해 근로하거나, 기준 연도에
16개 이상의 고용주가 있거나, 지난 18개월 중
군에서 복무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sd.wa.gov/unemployment/have-this-information-ready
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방법:
방법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한 계정 신설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PC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모바일용으로 최적화되지
않아 탐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워싱턴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용안전부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도 SecureAccess
Washington(SAW)을 이용해 고객 계정 접속을
관리합니다. SAW 계정이 없으신 분은 이번에
새로 생성하셔야 합니다. 계정을 생성한 후에는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eServices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국 웹사이트
Step 2 아래 게시된 eServices User Guide의
지침을 활용하십시오.
(esd.wa.gov/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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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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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esd.wa.gov/home에 접속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