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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니요

 자격 조건 검사지 
저에게 정규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1.  “기준 연도” 동안 최소 680시간 근무했습니까? 
기준 연도란 수당을 신청한 주 이전 마지막 다섯 개의 완료된 분기 중 첫 번째 
분기부터 네 번째 분기를 말합니다.

2. 지난 18개월 중 워싱턴주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3.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4.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란 업무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교통 문제, 질병, 휴가 또는 
가족/육아 문제).

5. 해고되셨습니까? 
 해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6. 퇴사하셨습니까? 
 퇴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7. 지난 18개월 중 군에서 제대했습니까?더 자세히 알아보기.
 

8. 아래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네’를 선택하십시오.
• 제 책임으로 인해 해고를 당했습니다.  
 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고용인을 상대로 파업 중입니다.
• 휴직 중입니다.
•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네’ 라고 대답한 경우 정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수당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서를 검토한 후 수급 자격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실수를 피하고 수당을 더 빨리 받으려면 신청하기 전 신청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고  
esd.wa.gov/unemployment 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경우 정규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은 없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인 대유행 중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 법안(CARES Act)의 
확대된 수당 수급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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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sd.wa.gov/unemployment/laid-off-or-fired
https://esd.wa.gov/unemployment/quit
https://esd.wa.gov/unemployment/military-discharge
https://esd.wa.gov/unemployment/laid-off-or-fired
https://esd.wa.gov/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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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검사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실직했거나 평상시보다 근무 시간이 줄었습니까?

2.  이전에 680시간을 근무하지 않아서 실업으로 최근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3. 지난 18개월 중 워싱턴에서 68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까?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받고 매우 아파 일을 할 수 없습니까?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이 있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6.  귀하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집에서 머물도록 권고했습니까?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피부양자를 돌보고 있습니까?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피부양자가 있습니까? 

9.  큰 위험에 처해 있고 귀하와 함께 살고 있으며,  
보호를 위해 집에서 머물고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피부양자가 있습니까?  

10. 보호를 위해 집에서 머물도록 
 권고를 받은 고위험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까?  

11.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폐쇄되어 아동 돌봄 시설을 찾을 수 없습니까? 

12. 공식 명령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사례로 인해 직장이 폐쇄되었고 재택근무를 할 수 없습니까?

13. 자영업자입니까?  

14.  아래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네’를 선택하십시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계없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 실업 수당을 받으려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 현재 휴가, 병가 또는 유급 휴가 중입니다.
•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 필수 근로자인 저는 큰 위험에 처해 있지 않고, 직장에서 저의 안전을 위한  
 필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만,  일하러 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저에게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확대된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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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 질문 그리고 14번 질문 중 어떤 하나의 질문에라도 '네’ 라고 답변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인 
대유행 중 실업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질문 중 모든 질문에 대해  ‘아니요’ 라고 답변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확대된 수당에 따라 본인에게 수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esd.wa.gov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lni.wa.gov/agency/outreach/novel-coronavirus-outbreak-covid-19-resources
https://lni.wa.gov/agency/outreach/novel-coronavirus-outbreak-covid-19-resources
http://esd.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