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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MPLOYEE 
(직원)  

해당자 혜택 웹사이트 

장애 보험 

Disability Insurance 
(DI) 

격리 조치, COVID-19 증상 

때문에 일 못 한 경우  

(의료진 입증 필요) 

소득에 따라 임금의 60-70% 받을 수 있음.  

최대 52 주간 매주 $50 ~ $1,300.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1 주 무급 

대기 기간 waive 되서 일 못 하는 첫째 주도  장애 

보험 받을 수 있음. 

https://edd.ca.gov/Disability/How_to_File_
a_DI_Claim_in_SDI_Online.htm 

유급가족휴가 

Paid Family Leave 
(PFL) 

격리 조치나 COVID-19 증상 

(의료진 입증 필요)을 겪고 

있는 가족 돌보기 위해 근무 못 

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임금의 60-70% 받을 수 있음. 최대 

6 주간 매주 $50 ~ $1,300 

https://edd.ca.gov/Disability/How_to_File_
a_PFL_Claim_in_SDI_Online.htm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UI)  

COVID-19 때문에 실직을 

당했거나 근무 시간이 축소된 

경우 

최대 26 주간 매주 $40 ~ $450. (연방정부 지원 

$600 은 실업급여에 자동으로 추가) 

CA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1 주 무급 대기 

기간 waive 되서 일 못 하는 첫째 주부터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음 

실업수당 신청 가이드영상 

https://youtu.be/PR5UOHBbKDo 
 

자영업자와 독립 계약자를 위한 

실업수당 (PUA): 4 월 28 일 신청 시작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본인 혹은 가족이 아프거나 

행정당국의 격리 권고 이유로 

예방 차원에서 병가 냈을 경우 

정상 시급이나 최근 90 일의 평균 페이로 받을 

수 있음 

 

유급 병가 인정 안되면  

Wage claim  신청 

https://www.dir.ca.gov/dlse/HowToFileWa
geClaim.htm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업무 현장에서 COVID-19 에 

노출, 감염됐을 경우 
 

https://www.dir.ca.gov/dwc/FileAClaim.ht
m 

유태인 무료 융자 

프로그램 

LA or 벤추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코로나 19 피해 개인을 위한 수수료 없는 최대 

$3,000 무이자 융자 

 

Jewish Free Loan Program  
http://jf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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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MPLOYEE 
(직원)  

해당자 혜택 웹사이트 

Restaurant Workers’ 
Community 
Foundation 

COVID-19 피해 식당/바 종업원 지원금은 재단에서 결정 

https://form.southernsmoke.org/smoke/a
pplication/ 

https://www.restaurantworkerscf.org/covi
d19faq 

Bartender 
Emergency 

Assistance Program 

COVID-19 피해 바텐더 또는 

바텐더 배우자/자녀 

지원금은 USBG National Charity Foundation 에서 

결정 

https://www.usbgfoundation.org/beap 
 

Arts Emergency 
Relief Fund 

LA 시에 거주하는 프로페셔널 

댄스, 음악, 연극 아티스트 

$400 ~ $1200 

5 월 1 일 11:59PM 접수 마감 (선착순 450 명) 

https://culturela.org/grants-and-calls/aer-
fund/ 

 

Restaurant Strong 
Fund 

식당, 바, 카페 또는 

나이트클럽 풀타임 

(주 30+시간 근무) 직원 

그랜트 금액은 단체에서 결정 

https://www.restaurantstrong.org/apply-
for-grant/ 

 

ARAR Emergency 
Assistance Fund  

바텐더, 서버, 셰프, 디시워셔, 

청소부원, 호텔/모텔 직원 
$500 https://anotherroundanotherrally.org/ 

One Fair Wage 
Emergency Fund 

서비스 업종 직원 지원금액은 단체에서 결정 
https://ofwemergencyfund.org/help 

 

Foot the Bill Fund  제한 없음 

$100 

Big Sunday 비영리단체가 직접 bill pay 

전기세, 통신비, 전화료, 의료비용, 렌트, 모기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https://bigsundayorg.wufoo.com/forms/x1
ttuitp0zei1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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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MPLOYERS (오너) 베네핏 웹사이트 및 연락처 

EDD Work Sharing Program 

해고 대안: 실직보험 (UI) 통해 

풀타임 직원의 임금과 근무시간 

임시 축소. 

https://www.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 
 

LA 카운티 

Rapid Response 

COVID-19 이유로 해고나  

폐업해야 하는 경우 

http://www.edd.ca.gov/pdf_pub_ctr/de8714rrb.pdf 
RapidResponse@wdacs.lacounty.gov 

America’s Job Center  

Tax Assistance 
벌금이나 이자 없이 state payroll 

tax 납기 60 일 연장 요청. 

 EDD 전화: 1-888-745-3886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1sed.pdf 
 

LA 시   

비즈니스 지원 센터  

 

융자 리퍼럴 및 무료 1:1  

비즈니스 컨설팅  

LA Business Source Center 
http://LABusinessSource.org 

LA 스몰 비즈니스 지원 센터 

(LA SBDC) 

LA, 산타바바라와 벤추라 

카운티에서 사업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무료 

비즈니스 컨설팅 및 대출 리퍼럴 

(Access to Capital Team  

Loan Package) 

https://smallbizla.org/covid19/ 
https://lasbdcnet.ecenterdirect.com/signup 

1-800-588-7232  
 
 

 

LA Area 상공회의소 

 

COVID-19 피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1:1 무료 상담 
https://lachamber.com 홈페이지 상단에서 1:1 Advising 클릭 

https://www.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
http://www.edd.ca.gov/pdf_pub_ctr/de8714rrb.pdf
mailto:RapidResponse@wdacs.lacounty.gov
https://www.edd.ca.gov/pdf_pub_ctr/de231sed.pdf
http://labusinesssource.org/
https://smallbizla.or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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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MPLOYERS (오너) 혜택 웹사이트 및 연락처 

LA 시 스몰 비즈니스 

긴급 소액 융자 

코로나 19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에게 

$5,000 ~ $20,000 융자 제공 

신청 가이드 영상: https://youtu.be/yl046yTnOW4 

 

유태인 무료 융자 프로그램 

코로나 19 피해 업소를 위한 

수수료 없는 최대 $18,000* 

무이자 융자 

*4 월 22 일 기준 

 

Jewish Free Loan Program  
http://jfla.org 

 

LA 카운티 해고 대안 

프로그램 (LAEDC) 

1:1 무료 비즈니스 컨설팅, 

대출기관 리퍼럴 서비스 

(비밀 보장) 

http://laedc.org 
covid19response@laedc.org  

 

키바 (Kiva) 비영리 단체  

융자 프로그램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대 $15,000 무의자 융자. 

*유예 기간 6 개월 연장 

http://kiva.org/borrow 
 

Business Interruption 보험 
재난으로 인한 비즈니스 소득 

감소를 커버하는 보험 
비즈니스 보험 provider 를 통해 기존 보험으로 커버되는지 확인하세요 

LA 카운티  

비즈니스 컨시어지 

연방, 주정부, 지역정부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소개 (긴급 융자, 해고 대안 등) 

Business Concierge – 844.432.4900 
 concierge@dcba.covid19.lacounty.gov 

버라이존 스몰 비즈니스 

리커버리 지원금 

코로나 19 피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최대 $10,000 지원금. 

verizongrantsinfo@lisc.org 
https://www.lisc.org/covid-19/verizon-small-business-recovery-fund/ 

Round 2 는 4 월 중순에 시작 

 

세이브 스몰비즈니스 지원금 
$5,000 지원금. 조건: 직원 3~20 명, 

ZIP CODE 로 신청자격 확인 

https://www.savesmallbusiness.com/ 

미국 상공회의소 재단 (상공회의소 소속 자선 단체) 

https://youtu.be/yl046yTnOW4
http://jfla.org/
http://lae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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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MPLOYERS (오너) 혜택 웹사이트 및 연락처 

페이스북 스몰 비즈니스 

그랜트 

직원 2 ~50 명 있는 LA 지역 스몰 

비즈니스에 $4,000 지원  

https://www.facebook.com/business/boost/grants 
4/20/2020 10AM (EDT) ~ 5/6/2020 11:59PM (EDT) 

주정부  iBank 

론 개런티 프로그램 

최대 7 년, 최대 95% 개런티.  

이자는 융자업체와 협의 후 결정.  

https://www.ibank.ca.gov/small-business-finance-center/ 
 

LA 카운티  

비즈니스 리커버리 론 

최대 $20,000 융자. 이자 2.44%. 

5 년 term, 무담보. 첫 12 개월의 

원금과 이자는 납부 연장 

https://busrecoveryloans.lacda.org/ 
https://wwwa.lacda.org/economicdevelopment/business-recovery-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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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검사 

LA 카운티 (이민신분 상관없이 무료) : https://corona-

virus.la/testing 

거짓정보 확인: https://corona-virus.la/covid-19-myths 

LA 시: 9-1-1 문자로 연락 가능 

 

2. 바가지 요금 신고 

Price Gouging: 긴급상황 시 필수품 가격을 10% 이상 올려서 

판매하는 행위 

해당 품목: 식품, 긴급보급품 (물, 라디오, 손전등, 건전지, 담요, 

비누, 기저귀, 양초, 데이프, 세면도구), 의약 용품 (약, 붕대, 거즈, 

이소프로필 알코올, 항균성 세척제 등) 

 

캘리포니아: https://oag.ca.gov/report 또는 전화 800-952-5225 

LA 카운티: 이메일 info@dcba.lacounty.gov 또는 전화 800-593-

8222 

LA 시: https://www.lacityattorney.org/covid19 또는 전화 213-978-

8340 

 

 

 

 

3. COVID-19 관련 사기 신고 

연방 사법부 Disaster Fraud Hotline: 이메일 (disaster@leo.gov) 

또는 전화 866-720-5721 

인터넷 사기: 사이버 범죄 신고 https://www.ic3.gov/default.aspx 

 

4. 저소득층 지원 

LA 시 저비용 인터넷 서비스 https://www.everyoneon.org/find-

offers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스마트폰 + 무료 데이터와 무료 무제한 

전화 및 문자 https://www.truconnect.com/lifeline/freephone/signup 

 

LA 카운티 사회복지국 지원 서비스: General Relief, CalWORKS, 

Medi-Cal, CalFresh (푸드스탬프) 온라인으로 신청. 

CAPI: 이민 신분으로 인해 SSI/SSP 혜택 받을 수 없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첨부파일 참고 

https://yourbenefits.laclrs.org (한국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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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A 시 & LA 카운티 식류품 지원 

LA통합교육구 학생들을 위한 무료 급식 Grab & Go Food Center 

https://achieve.lausd.net/resources 

 

https://www.foodpantries.org/ci/ca-los_angeles 

 

https://www.goodfoodla.org/covid19 

 

https://www.ccrcca.org/resources/family-resource-

directory/category/emergency-food-and-clothing 

 

https://www.lafoodbank.org/find-food/pantry-locator/ 

 

6. 한국어 법률 상담 (주거법, 정부 혜택, 이민법, 노동법)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한국어 핫라인 323-801-

7987) 

https://lafla.org/get-help/get-legal-help-korean/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협회 (한국어 핫라인 800-867-3640) 

https://www.advancingjustice-la.org/ 

 

7. 지역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직 웹사이트 

캘리포니아 주 https://onwardca.org 

LA 카운티 https://caljobs.lacounty.gov/ 

LA 시 https://lajobsportal.org/ 

8. 기타  

https://findhelp.org/ 

ZIP CODE 를 입력하면 다양한 COVID-19 피해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ajobsport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