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D 실업수당온라인신청안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실업수당온라인신청방법한국어안내서



EDD 실업수당온라인신청사전준비
• 신청준비필요서류구비하기

• 사회보장카드 (SSN)

• 운전면허증

• 영주권카드또는취업허가카드

• W-2, Form 1099 등세금보고서류또는급여명세서

• 고용주정보

• EDD 온라인홈페이지접속하기

• www.edd.ca.gov

• KYCC에문의하여온라인신청지원예약하기

• 문의전화: 213-365-7400

http://www.edd.ca.gov/


EDD 실업수당소요시간안내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실업수당
승인

(7-10일소요)

실업수당
우편공지
수령

(7-10일소요)

추가신분확인
또는
OR

임금수정요청
(추가 21일소요)

실업수당
청구

(14-21일소요)

EDD 데빗카드
수령

(15-30일소요)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접속하기

Google에 “EDD UI Online”를
검색하후, 해당페이지를

클릭하여주세요.

또는아래링크로접속하여주세요:
https://www.edd.ca.gov/Unemployment/

UI_Onlin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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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접속하기

링크: https://www.edd.ca.gov/Unemployment/UI_Online.htm

빨간색으로표시된버튼을
클릭하시면서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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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접속하기

링크: https://www.edd.ca.gov/Benefit_Programs_Online.htm

https://www.edd.ca.gov/Benefit_Programs_Online.htm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접속하기

이미가입되신경우,
로그인해주세요.

처음방문하시는경우,
먼저가입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EDD 온라인어카운트만들기위해해당약관을동의하셔야
합니다. EDD에개인정보동의및보안유지관련에관한
내용입니다.
체크박스를체크하신후, 동의버튼을눌러주세요.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이메일주소를입력하여주세요. 
이메일이없으시면 KYCC에서
도와드릴수있습니다.

이메일주소

이메일주소재입력

비밀번호 .
(대문자,소문자, 특수기호포함 8자이상)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총 4가지보안질문을
고르시고답변하여주세요.

각질문마다같은답변을
입력하실수없습니다.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이미지를한가지선택하여
주세요.

본인이기억할수있는
이미지에대한설명을
적어주세요.

보안체크를해주세요.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보안체크를할경우, 해당
이미지와같은화면이
나타날수있습니다.
설명 (예: “traffic lights”) 에
해당되는부분사진을
모두클릭한후,
“VERIFY” 버튼을클릭해
주세요.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Review and Submit” 
페이지가나오면

오른쪽마우스클릭> 
“Print” 클릭>
“Save as Pdf” 로프린트
설정후 “Save” 해주세요.

해당페이지를 PDF 파일로
저장해두시면나중에
이메일주소, 보안문제, 
본인이설정한이미지와
설명을확인하시기
편리합니다.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Review and Submit”
페이지를 PDF 파일로
저장해두시면나중에
이메일주소, 보안문제, 
본인이설정한이미지와
설명을확인하시기
편리합니다.

PDF로저장하기힘드시면
인쇄하시거나,
보안문제와답변,
설정이미지와설명을
안전한곳에적어두세요.

“Submit Registration”을누르시면
등록이완료됩니다.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가입하신이메일로 48시간안에접속하여주세요.
EDD에서보낸이메일을여셔서해당링크를
클릭하셔야가입이완료됩니다.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신규가입하기

이메일로보낸링크를클릭하셨다면,
가입이완료되신것입니다.
실업수당신청을위해 “Benefit Programs Online”을
클릭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로그인하기

방금가입하신이메일을입력하시고,
보안체크를체크하신후,
로그인을하시면됩니다.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로그인하기

보안체크를할경우, 해당
이미지와같은화면이
나타날수있습니다.
설명 (예: “traffic lights”) 에
해당되는부분사진을
모두클릭한후,
“VERIFY” 버튼을클릭해
주세요.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로그인하기

본인이선택한이미지와설명이
나타나지않는다면, 꼭! 뒤로가기
(Previous)버튼을누르시고다시전
화면으로가셔서다시로그인
해주세요. 
본인이선택한이미지와설명이
맞다면, 비밀번호입력한뒤
로그인해주세요.



EDD 실업수당온라인어카운트로그인하기

실업수당신청을위해 “UI Online”을
클릭하세요.



EDD 실업수당신규신청하기

신규신청을위해
“File New Claim”을
클릭해주세요.

일요일새벽5시 – 오후 8시반
월요일새벽4시 – 오후 10시
화 – 금새벽2시 – 오후 10시
토요일새벽2시 – 오후 8시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



EDD 실업수당신규신청하기

신청시작전, 필요한정보를
다준비하셨는지다시한번체크해주세요.



EDD 실업수당신규신청하기

실업수당(UI) 신청을위해해당내용을읽고
체크박스를체크하신후, “Next”버튼을눌러주세요.



EDD 실업수당신규신청시유의사항

1. 빨간별표(*)로표시된질문은필수입력해주세요.

2. 모든질문에대해정확한정보를입력해주세요.

3. 모든정보를입력하신후, “Next” 버튼을눌러다음질문으로넘어가주세요.



EDD 실업수당신규신청사전질문사항

이전화면으로 신청취소하기 다음화면으로

모든질문을읽고, 답변해주세요. 
일반적으로대답은 “No”이지만,
해당되는질문이있으시면반드시
“Yes”를선택해주세요.

1. 지난 18개월동안다른주또는캐나다에서일한적이
있습니까?

2. 지난 12개월중다른주또는캐나다에서실업수당을
신청한적이있습니까?

3. 직장이나노동조합, 비노동조합에서아래서식을
받은적이있습니까?

4. 지난 18개월동안미군소속이셨습니까?
5. 지난 18개월동안연방정부소속이거나관련기관

일을하신적이있습니까?
6. 지난 12개월동안캘리포니아주에서실업수당

신청을하신적이있습니까?

*사실대로정확히답변해주십시오. 거짓답변을하거나
사실을숨길경우, 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EDD 실업수당기본정보입력하기

1.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또는 EDD 고객번호 (ECN)
ECN은 999 또는 990으로시작되는 9자리숫자입니다.
1a. 마지막 4자리소셜시큐리티번호
1b. 사회보장국(SSA)에서받은번호입니까?
2. 사용했던다른소셜시큐리티번호가있으면
기재하십시오.
3. 생년월일 (월/일/연도) ex)12/25/2019
4. 성별: 여성(Female) 또는남성 (Male) 중선택

*Unhide를체크하셔서 입력하신소셜시큐리티
번호를정확히확인해주세요



EDD 실업수당기본정보입력하기

5. 신청자성함 (이름, 중간이름이니셜, 성)
*소셜시큐리티카드상의이름을입력해주세요.
6. 해당이름이소셜시큐리티카드상의이름입니까?
*아닌경우, “No”를선택하신후, 소셜시큐리티
카드상의이름을입력해주세요.
7. 사용했던다른이름이있다면입력해주세요.
예) W-2 또는 Paycheck 에표시된이름,
혼인전이름(Maiden Name),
띄어쓰기때문에다르게표기된이름 (이름이
홍길동일경우, Gil Hong, Gildong Hong)



EDD 실업수당기본정보입력하기

정보입력을위해시간이더
필요하신경우,
임시저장을하신뒤당일내
신청완료하실수있습니다.

이전화면으로 임시저장하기 신청취소하기 다음화면으로

1. 운전면허증또는주에서발급한신분증이
있습니까?

1a. 발급한주또는기관선택
1b. 운전면허번호또는신분증번호입력



EDD 실업수당기본정보입력하기

1. 지난 24개월동안실업수당(UI), 장애수당(DI), 
유급가족휴가(PFL)를신청하거나청구한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경우 “Yes”를선택하고, 청구유형및신청
월/년날짜또는가장최근청구받은월/년날짜를
기재하십시오. (복수기재가능)



EDD 실업수당기본정보입력하기

EDD 에서고객번호
(Customer Account 
Number)등중요한
우편을보내거나
필요한경우전화
인터뷰를요청할

것입니다.
반드시정확한

주소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1. 우편받으실주소
나라명 (미국, 캐나다, 또는다른국가)
거리주소및아파트번호, PO Box 번호
도시명
주
우편번호
2. 해당주소와거주지주소가동일합니까?
“No”인경우, 거주지주소를입력해주세요.
3. 현재캘리포니아에거주하지않는경우, 
어느카운티에계십니까?
4. 전화번호
4a. 전화종류 (집, 휴대전화등)



EDD 실업수당기본정보입력하기

EDD에서제공하는
주소가맞는지
확인하신후,

“Use the 
standardized 

address”를선택해
주세요.

맞지않는다면, 
본인이작성한
주소를사용하기
위해 “Continue with 
the entered address”
를선택해주세요.



EDD 실업수당기본정보입력하기

1. 미국시민권자입니까?
*아닌경우, “No”를선택하시고다음페이지를
참고하여주세요.

1. 최종학력
2. 재향군인 (베테랑)입니까?
3. 본인에게해당하는인종또는민족은
무엇입니까? 한국인인경우 “Korean”선택
4. 장애가있습니까?
5. 선호하는언어를선택하여주세요.
대화시: 한국어인경우 “Not Listed”선택
서면자료: 영어또는스페인어선택



EDD 실업수당기본정보입력하기

1. 미국시민권자입니까?  “No”선택시,
1a. 미국이민국(USCIS, 과거 INS)에등록되어있으며
미국에서근로할수있는자격이있습니까?
1b. 해당되는 USCIS 서류를선택하여주세요.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Card (I-551)
취업허가카드소지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I-766) 등
첫 4가지항목을선택하신경우입력사항:
1c. 외국인등록번호 (다음페이지참고)
1d. 영주권/취업허가카드번호 (다음페이지참고)
1j. 카드/서류만료일
1k. 지난 19개월동안미국에서합법적으로근로할
수있는자격이있었습니까?

*회색으로표기된항목은입력하지않으셔도
됩니다.

1b. 해당되는 USCIS 서류가
영주권자,취업허가카드소지자가
아닌마지막 4가지항목을
선택하신경우입력사항:
1e. 출입국번호 (I-94)
1f. 여권번호
1g. 발급국가
1h. 비자번호
1i. 기타서류를선택한경우, 서류명
1j. 서류만료일
1k. 지난 19개월동안미국에서
합법적으로근로할수있는자격이
있었습니까?

*회색으로표기된항목은입력하지
않으셔도됩니다.



EDD 실업수당영주권/노동허가카드번호찾는법

1c. A# (Alien Registration #)
외국인등록번호 9자리

1d. Card Number
영주권카드번호
영문3자리포함

13자리

1c. A# (Alien Registration #)
외국인등록번호 9자리

1d. Card Number
취업허가카드

번호
영문3자리포함

13자리



EDD 실업수당가장최근고용주정보입력하기

실업수당신청을위해가장최근고용주에대한정보를기재하셔야합니다.
본인이일한가장마지막고용주에대해정보를기입하여주세요.

1. 2019년 W-2 세금서류를받으셨거나, W-4를작성한경우, 
EDD에서해당고용주목록을자동으로제공할것입니다.

2. 자영업자(Self-employed) 또는개인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의경우, 
본인의이름및정보를마지막고용주란에기입하세요.

3. 에이전시를통해채용이된경우, 에이전시정보를마지막고용주란에기입하세요.

4. 만약본인이W-2가아닌 1099를받았지만, 오류라고생각될경우 (개인계약자가아닌직원이지만
개인계약자로잘못분류되었다고생각할경우), 1099를제공한고용주정보를마지막고용주란에기입하세요.

5. Uber, Lyft 등 Gig Worker 인경우, 업체정보를마지막고용주란에기입하세요.

6. 마지막으로일한고용주가한곳이상일경우, 가장마지막으로일한고용주정보를마지막고용주란에
기입하세요. (오전, 오후근무시오후근무지입력)

*정확한회사근무주소및연락처를기입하셔야합니다. EDD에서해당근무지에연락을취할수있습니다.



EDD 실업수당가장최근고용주정보입력하기

W-2 세금서류를
받은적이있다면, 
고용주리스트가
자동으로뜰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참조)

자영업자, 
개인계약자, 
현금으로임금을
받았거나 1099 
세금서류를받은
경우, 리스트가
뜨지않으므로
“Yes”를선택하여
주신후,마지막
고용주정보를
입력하여주세요.

1. 최근 18개월동안일한적이있습니까?

1. 가장마지막고용주의회사명또는상호명 (DBA)
이름 (회사명)
주소
거리주소
도시명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2. 본인이일한근무지와고용주의주소가일치합니까?



EDD 실업수당가장최근고용주 (W-2) 입력하기

W-2를받은고용주
목록중가장

마지막으로일한
고용주를선택하여

주세요.

만약가장마지막으로
일한고용주가

리스트에없다면 “Last 
Employer Not Listed”
를선택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가장최근고용주 (W-2) 입력하기

W-2 또는 Paycheck에
표시된고용주명및
주소를확인하여

주세요.

EDD에서고용주에게
연락을취할수

있습니다. 회사전화
또는고용주전화
번호를기입하세요.

IHSS의경우,
돌봄받는이의이름, 
주소및전화번호를
기입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가장최근고용주정보입력하기

중요! 
일을그만둔이유를정확히
선택하여주세요. 해당이유에

대해 EDD에서고용주에게연락을
취할수있습니다.

실직설명(Separation Explanation) 
을 “Related to the coronavirus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으로선택하여주세요.

본인이일한근무지주소와
“Employer Physical Address”가
일치하는지확인하여주세요.
수정을원하시면 “Modify”를

선택하여수정하세요



EDD 실업수당가장최근고용주정보입력하기

EDD에서직속
상사에게연락을
취할수있습니다.

수정 삭제

1. 수퍼바이저 (직속상사) 이름
2. 마지막으로일한날짜 (월/일/연도순)
3. 일을그만둔이유
- 카테고리선택: 
Fired/Terminated (본인업무관련해고)
Laid off/No Work (회사상황관련실직)
Quit (본인의사로퇴사)
Still Working/Part Time (현재근무중/파트타임)
Strike/Lockout (파업/폐쇄)
- 그만둔이유가코로나바이러스관련인경우
“Related to the coronavirus  (COVID-19)” 선택
- 그만둔이유가다른이유때문인경우,
해당되는이유를선택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가장최근고용주정보입력하기

2. 마지막으로일한날짜 (월/일/연도순)
아직일하고계신경우, 임금이줄거나일하는
시간이줄기시작한날짜가아닌마지막일한
날짜로기입하세요.

2a.
만약마지막으로일한날짜가오늘또는이번
주에해당되는경우, 각요일마다세금떼기전
하루임금을기입해주세요.

Ex) 월요일 8시간근무, 시간당 $19불임금:
19*8 = $152 기입.

아직받지않은임금도포함하여입력하세요.
휴가수당등일하지않은임금은기입하지
마시고 4번항목에기입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가장최근고용주정보입력하기

4. 가장최근고용주또는다른고용주로부터
정규월급이외의금액을지불받은적이있거나
받을예정이있는경우, 해당항목체크하시고
작성하세요.

4a. Holiday Pay (휴일상여금)
4b. Vacation Pay (휴가상여금)
4c. Severance Pay (퇴직금)
4d. In-Lieu-Of-Notice Pay  (통지수당)
4e. Other Pay (기타수당)
4e.1. Explain Other Pay (지불유형설명)
예) Bonus Pay (보너스수당)

Amount: 지급액
From Date: 지불시작일 (월/일/연도) 또는
일시불로지급받은날짜
To Date: 지불종료일 (월/일/연도)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2020년 4월1일기준,
2019년 1월 1일 – 2020년 3월 31일기간동안
일을한적이있는경우, “Yes”를선택하여주세요.
“Add Employer”를클릭하여주세요.

만약, 해당고용주와 2020년 4월 1일이후로일을
시작하였으며, 해당기간내일한다른고용주가
없으신경우, “No”를선택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해당기간동안
근무한직장에대해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여주세요.

정확한근무
시작/종료날짜를
적어주세요. 만약
기억이안나시면
은행기록등을통해
최대한맞춰주세요.

각분기(3개월)별총
세금떼기전임금을
적어주세요.
(Gross Income) 
시작/종료날짜에
따라상이할수
있습니다.

1. 고용주정보
고용주이름 (회사명)
회사소재지: 거리주소
도시명
주
우편주소
2. 근무시작일 (월/일/연도)
3. 근무종료일 (월/일/연도)
4. 정규직/파트타임 (Full Time/Part Time) 중해당사항
5. 시급 (시간당급여)
6. 평균주당근무시간

(예: 주5일 8시간: 총 40시간근무)
7. 분기별총임금 (세전 Gross Income)



EDD 실업수당근무경력 (W-2)입력하기

2020년 4월 1일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근무한모든
고용주에대한정보를
입력하여주세요.

지난 18개월동안일한모든
근무경력을작성하여야
합니다. 화면에표시된
기준날짜를확인해주세요.

고용주목록중
해당기간동안일한모든
고용주에 ‘Yes’를
선택하여주세요.
근무기간이해당기간
이전또는이후일경우, 
‘No’를선택해주세요.

‘Update’ 또는 ‘Modify’를
눌러정확한정보로
수정하여주세요.

해당기간중, 
목록에뜨지않은직장에
다니신적이있으시면

‘Add Employer’를
클릭하여추가해주세요.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1. 위리스트에나타난고용주이외에 2019년 1월 1일 - 2020년
3월 31일동안일한다른고용주가있습니까?
2. 2019년 1월 1일부터현재까지가장장기간귀하가함께일한
고용주는누구입니까?
2a.해당고용주밑에서근무한기간은얼마입니까? (년, 개월)

2b. 해당고용주의산업분야
2c. 해당고용주가운영하는사업의
업종은무엇입니까? (예: 식당, 세탁소, 
건축, 서점)
“Add Business Type”를클릭하세요.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카테고리에서해당업종을찾지못했다면, 
다른카테고리도시도해보세요.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아래카테고리목록에서해당업종을찾지
못했다면, “Services Not Elsewhere 

Classified”를선택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2d. 해당고용주밑에서귀하의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Add Work Type”를클릭하세요.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정확한직업명을찾지못하신경우,
비슷한다른직업명을시도해보세요.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아래결과목록에서귀하의업무를
선택하여주세요.

찾을수없는경우, 다음페이지에서
확인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근무경력입력하기



EDD 실업수당추가정보입력하기

1. 2019년 1월 1일부터현재까지학교관련업무를수행하는
학교또는교육기관에고용되어근무한적이있거나
서비스를제공한적이있습니까?



EDD 실업수당추가정보입력하기

주로하시는일

하실수있는다른일

1. 귀하의평상시직업은무엇입니까?
만약가장오래일한업무가주업무가아닐경우,
“Add Work Type”을클릭하여가장알맞는업무를선택하세요.
2. 주직업외에할수있는다른업무를선택하여주세요.
“Add Work Type”을클릭하여가장알맞는업무를선택하세요.
3. 귀하의평상시업무는특정계절업무철로한정됩니까?



EDD 실업수당추가정보입력하기

4. 이전직장(고용주)에서다시일할예정입니까?
5. 이전고용주와다시일을시작할날짜가정해졌습니까?
(월/일/연도)
6. 귀하의평상시직업과관련한새로운채용제안을수락할
의향이있습니까?

만약기존직장에
다시돌아갈

예정이기때문에
새로운직장을

원하시지않는다면
“No”를선택하신후,
“Definite Return-to-

Work Date”를선택해
주세요.



EDD 실업수당추가정보입력하기

7. 현재자영업자 (개인사업자, Self-Employed, 
개인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1099 
세금서류를받는자) 이거나자영업자가될
계획이있습니까?
7a. 해당자영업에대해자세히설명해주세요. 
(150자)
7b. 다른정규직(풀타임)직장을수락하기위해
자영업을조정하거나포기할수있습니까?
7b.1. 자영업을하실동안다른정규직(풀타임)
직장을함께다닌적이있습니까?
8. 귀하는노동조합또는비노동조합동업조합
소속입니까?



EDD 실업수당추가정보입력하기

모든질문을
읽고,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대답은
“No”이지만,
해당되는
질문이
있으시면
반드시
“Yes”를선택해
주세요.

1. 소셜시큐리티연금(SSA), 철도연금을제외한
다른연금을현재받고있거나향후 2주내에받을예정인연금이
있습니까?
2. 산재보험금(workers’ compensation)을받고있거나받을
예정입니까?
3. 현재학교또는교육에참여하고있거나앞으로다닐시작
날짜가 예정되어있습니까?
4. 지난 18개월동안기업이나조합의임원이었던적이있습니까? 
또는기업의단일혹은최대주주이었거나현재그러하십니까?
5. 지난 18개월동안선출직공무원또는주지사면제
피지명인(Governor-exempt appointee)의직무를맡은적이
있습니까?



EDD 실업수당재난정보입력하기

EDD에서
긴급실업지원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반영을
위한별도

프로그램을개설
중입니다.

업데이트전까지,
코로나관련하여
재해관련실업을

“Yes”로선택해
주세요.

1. 최근캘리포니아에서발생한지진, 홍수, 산사태, 
산불등과같은재해의직접적인영향으로인해실업
상태가되었습니까?
1a. 재해유형: Public Health (공공보건선택)
1b. 재해당시거주카운티
1c. 재해당시근무카운티
1d. 재해당시재해지역으로통근을해야하는
이유로실업을겪게되었습니까?
1e. 다음중귀하에게가장해당되는내용에체크
표시하십시오.
1e.1. 재해이전에일주일에몇시간근무했습니까?
1e.2. 자영업자인경우,해당재해가자영업을
지속하거나시작할수있는귀하의능력에어떤
영향을주었는지짧게서술하십시오.
1e.3. 자영업자의경우, 귀하사업의주소는
무엇입니까?



EDD 실업수당신청서제출하기

모든질문에답변을완료하셨습니다.
모든정보를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수정이필요한경우, “Edit”을눌러수정해주세요.



EDD 실업수당신청서제출하기

만약바로제출하기전, 정보재확인이
필요하시면임시저장을해주세요.
임시저장은매주토요일마다

삭제되므로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EDD 실업수당신청서제출하기

제출하시기전,
질문이있으신경우
KYCC에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정보를
위해해당요약(Summary) 
페이지를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저장은오른쪽
마우스클릭> “Print” 클릭> 

“Save as Pdf” 로프린트
설정후 “Save” 해주세요.



EDD 실업수당신청서제출하기

임시저장된
신청서를이어서
작성하시기위해
“Continue with Saved 
Draft”를클릭하세요.



EDD 실업수당신청서제출하기

“Submit”을누르시면신청서
제출이완료됩니다.

제출하신뒤, 인터넷창을끄지
마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를

참조하여주세요.



EDD 실업수당신청서제출하기

“Submit”을누르시면해당
페이지가나타납니다.
인터넷창을끄지마시고
제일아래 “Print this Page” 
버튼을꼭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페이지를인쇄하시거나 “Save as 
PDF”로저장해두시기바랍니다.

버튼을찾을수없는경우,
오른쪽마우스클릭> “Print” 클릭> 

“Save as Pdf” 로프린트설정후 “Save” 
해주세요.

나중에 EDD에서연락이오지않거나
인터뷰요청이올때, 해당

제출확인번호 (Confirmation Number) 
및신청서요약내용 (Application 
Summary)이필요할수있습니다.



EDD 실업수당접수확인하기

실업수당신청이완료되시면매
2주마다실업수당을청구해야합니다.
청구할실업수당이있을경우, 해당

알림이보일것입니다.만약 EDD에서추가적으로전화
면접을요청할경우, 면접날짜및

시간을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우편이오기전까지온라인
시스템을 2-3일마다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실업수당이승인되면총받으실수
있는청구가능금액및

매주받을수있는실업수당을확인
하실수있습니다.

3/29/2020 부터 7/31/2020 까지
16주간연방정부에서지원하는

$600불이매주마다자동으로
추가적으로지급됩니다.



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 
KYCC에문의하시거나 EDD 홈페이지를방문해주세요.

KYCC 담당자 연락 정보:

영어/스페인어: Amanda Rodriguez
(213) 365- 7400 ext. 5236
amanda@kyccla.org

영어/한글: 백혜원 (Hye Won Baek)
(213) 365- 7400 ext. 5121
hbaek@kyccla.org

EDD에서더자세한정보를확인하세요. 
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KYCC에서제공하는실업수당추가자료를안내해드립니다.
 EDD 실업수당프로그램안내서

 온라인실업수당신청안내

 실업수당청구안내

 실업수당 $0 수정요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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