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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단축 근무나 병가 상태, 
또는 실직 상태입니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병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워싱턴 주민이 단축 근무, 병가 또는 실직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습니다. 이 혜택 도표를 검토하면 귀하가 어떠한 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 주 및 연방 정부의 요건 변경으로 이제 

자격을 얻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시간제 근무 직원, 자영업자, 

독립적인 계약자, 단축근무자 또는 병가 직원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록 확인을 

통해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금액은 다양하며 신청 이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연방 정부 
CARES Act(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당 600달러의 추가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제외). 

실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워싱턴 고용 안전부

(Washington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는 처리 시간이 빨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이 생긴 날짜로 돌아가서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즉, 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할 수 없어서 

신청을 못 한 경우 지급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있는 자격이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얼마인가요?

언제쯤 도움을 받을 언제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수 있나요? 

https://esdorchardstorage.blob.core.windows.net/esdwa/Default/ESDWAGOV/newsroom/Language-Resources/language-pages/korea/FNL_Korean_COVID-19_Scenarios%20and%20Benefits.pdf
https://esdorchardstorage.blob.core.windows.net/esdwa/Default/ESDWAGOV/newsroom/Language-Resources/language-pages/korea/Korean-COVID-19_Eligibility_Checker.pdf


COVID-19 발병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학교가 휴교 중이기에 집에 머물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고용주가 셧다운을 하였으며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 “Stay Home, Stay Healthy” 지시로 직장에 출근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COVID-19의 영향 때문에 직장에서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의 자격이 없는 시간제 근무 직원인 경우

• 자영업자 또는 독립적인 계약자인 경우

 

독립적인 계약자와 같은 자영업자는 바이러스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이전 이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절차에 도움을 

받고 신청을 더디게 하는 일반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혜택 연도 내에 있다면, 이전 청구에 대해 다시 자격을 갖게 

되거나 13주 연장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및 확대된 실업 수당의 자격이 되려면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 정부의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프로그램 자격에 있어 

이민 신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하게 아프거나 심하게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aidleave.wa.gov 또는 tometiempo.org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COVID-19 에 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손을 놓거나 위해 일손을 놓거나 
휴교 중인 자녀를 휴교 중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미등록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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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실업 수당을 작년에 실업 수당을 
사용했습니다. 여전히 사용했습니다. 여전히 
자격이 되나요자격이 되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자격이 되지 이전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이제이제 않았습니다.이제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es/
https://esdorchardstorage.blob.core.windows.net/esdwa/Default/ESDWAGOV/newsroom/Language-Resources/language-pages/korea/Korean-COVID-19-PUA-Applications-CheckLi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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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는 또한 이 위기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 지원 및 도움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위한 웹사이트(coronavirus.wa.gov)를 

개설했습니다. 다음 FAQ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esd.wa.gov)는 데스크톱 또는 랩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모바일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처리하기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전화 신청은 

800-318-6022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이 신청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현재 통화량이 매우 많아 정규 업무시간 중에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 시 오후 6시 이후 및 오전 7시 이전에 

전화하면 연결이 더 쉬울 것입니다.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자격이 

생긴 날짜로 돌아가서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지급금을 받게 됨을 

알고 계십시오. 

일반적인 문의 사항의 경우 833-572-84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절차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웹 사이트의 정보를 검토하고 준비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와 비디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으며, 

시간제 근무 직원, 자영업자이기에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의 자격이 

없거나 자녀 학교의 휴교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먼저 정규 

실업 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거부될 시 확대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행성 실업 수당 또는 PUA).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이메일 알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sd.wa.gov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변경 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실업 보험을어떻 
게신청하나요?

https://coronavirus.wa.gov/
https://welcoming.seattle.gov/covid19publiccharge/
https://public.govdelivery.com/accounts/WAESD/signup/15249
https://esd.wa.gov/
https://esdorchardstorage.blob.core.windows.net/esdwa/Default/ESDWAGOV/newsroom/Language-Resources/language-pages/korea/Korean-COVID-19_Applications_CheckLis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