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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고용개발국(EDD)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실업급여프로그램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바이러스확산으로인해, 많은비즈니스
운영이중단되고, 실업자가수백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바이러스확산
기간동안근로자의안전을위한
프로그램들을확대하고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
피해를입었다면도움을
받을수있습니다

https://www.edd.ca.gov



EDD 지원프로그램
장애수당
(Disability Insurance) 

유급가족병가
(Paid Family Leave)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됐거나감염이의심돼일을할수없는경우

가족중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돼격리가필요하거나

아픈가족을돌보느라일을할수없게된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근무시간이줄어들거나해고된경우.

또는, 자녀가재학중인학교가문을닫아직장에나갈수없을경우



신청자격: 누가혜택을받을수있나요?
• 아프거나격리가필요한경우

• 돌봐야하는가족이있는경우

• 근무시간이단축된경우

• 자영업자

• 실직했거나일시적해고된경우

• 의도치않게해고된경우

• 건강상이유로일을할수없게된경우

• 근무가가능한경우

• 즉시일을할수있는경우

• 구직중인경우



계약직인경우도
실업수당등각종혜택을신청할수있나요?

그렇습니다. 고용개발국에서제공하는실업수당프로그램에대한혜택을받기위해서는지난 5-18개월동안

본인또는고용주가 EDD에납입한보험료가있다면신청할수있습니다. 

이와함께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팬데믹실업수당(PUA) 프로그램의경우자영업자를포함해가주정부의

실업수당을받지못한경우노동개발국에신청해받을수있는일종의보조금으로독립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파트타임, 임시직노동자등이신청할수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도
실업수당등고용개발국혜택에대한신청이가능한가요?
실업수당(UI) 신청할수없습니다.

• 실업수당의경우일을할수있는자격요건을갖춰야합니다.고용개발국은서류미비자들의합법적으로

미국에서근무할수있는자격을갖췄다고판단하지않습니다.

장애수당 (DI) 신청할수있습니다.

• 가주장애수당의경우직원들의급여에서기금이조성됩니다. 이에따라서류미비자라도가주장애지원

시스템에대해월급의일정금액이공제됐을경우수혜를받을수있습니다.

• 하지만월급을급여명세서(pay stub)가아닌현금으로월급을받은경우는장애수당에대한공제를하지

않았기때문에혜택자격에서제외될가능성이높습니다.



고용개발국에서받은각종경제적지원에대한혜택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장애수당 (DI) 아니오또는예

• 근무도중에장애가발생해휴직할경우장애수당을받을수있으며, 이러한혜택은세금부과대상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하지만하지만실업수당을받고있는상태에서장애가발생하여장애수당으로받게된다면, 장애수당
혜택은실업수당으로대체되며, 실업수당혜택가능금액만큼세금이부과됩니다. 

실업수당(UI) 부과대상

• 실업수당은세금부과대상입니다. 해당연도에실업수당을받은기록이있는경우, 이듬해초 1099-G 세금
보고서류양식을받게됩니다.실업수당을받을경우소득으로분류됩니다. 실업수당은미리연방
소득세를원천징수될수있도록선택하실수있습니다. 

유급가족병가 (PFL)부과대상

• 유급가족병가역시세금부과대상입니다. 유급가족병가의경우실업수당과마찬가지로소득으로산정돼
세금부과대상이됩니다. 



자주묻는추가질문들

고용개발국웹사이트에서한국어등외국어가지원되나요?

• 한국어는제공되지않으며, 영어와스페인어만제공됩니다. 

실업수당등정부혜택을받는데까지얼마나걸리나요?

• 일단서류를제출하면처리기간이통상적으로 10일정도걸립니다. 신청인의제출서류가모든기준에충족한

경우혜택은즉시제공됩니다.  

• 대부분의가주민들가운데실업수당을신청한경우조건에충족한다면 3주이내에첫번째수당을받습니다. 

이러한과정에서고용개발국은근무기록및개인정보등추가적인정보가필요한경우우편으로요청하거나

전화인터뷰를통해확인할수도있습니다. 



자주묻는추가질문들

실업수당등정부혜택을받는데까지얼마나걸리나요?

• 또한실업수당청구후에는자격요건을충족하고있다는것을 2주마다증명해야합니다. 

• 일단실업수당을신청한후실업보험수당지급통지서등실업보험수당청구에대한중요한정보를우편으로

받게됩니다. 우편을수령한뒤에는반드시정독한뒤추가요청이있을경우해당요청서류를반송해야

실업수당지급이지연되지않습니다. 

• 2주마다온라인이나전화, 우편으로 ‘구직을위한노력을하고있습니까’ 등수령자격요건을충족하다는

증명을마친경우에한해실업수당이지급됩니다. 

• 실업수당혜택을받기위한모든조건이충족된경우, 고용개발국은처리된순서대로 EDD 데빗카드를

발급합니다. 



자주묻는추가질문들
실업수당이외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나요?

• 코로나바이러스에따른 CARES 케어법안이통과됨에따라가주정부에서제공하는실업수당이외에연방정부에서매주

600달러의추가수당을지급합니다. 600달러의추가수당은 16주간수령가능하며, 2020년 3월 29일부터 2020년 7월

25일까지받을수있습니다. 해당추가수당은실업수당과함께자동으로추가지급됩니다.

• 경기부양현금지급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경기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수천만명의미국인들은현재경기부양현금지급을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부양현금지급대상자들은성인의경우 1,200달러, 17세미만의경우는 500달러가일괄적으로지급되며

대상은 2018, 2019년도세금보고를마친납세자들입니다. 예를들어한부모가정에 2명의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성인

1,200달러에자녀 2명 1,000달러 ,즉 ,2,200달러의현금을받게됩니다. 

세금보고를하지않은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의경우국세청홈페이지를통해별도신청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소셜시큐리티연금이나생활보조금(SSI)을받고있는개인들도별도의신청을하지않아도지원금을받을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지급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는무료세금보고공식온라인

홈페이지(https://freetaxprepla.unitedwayla.org/en/find-help/stimulus-faqs/ )를참조하시면됩니다. 

https://freetaxprepla.unitedwayla.org/en/find-help/stimulus-faqs/


정부혜택을신청하기위해
준비해야하는서류는어떤것이있을까요?

신청인의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정확한거주지우편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노동허가서 (미시민권자가아닌경우) 및유효기간.

마지막으로근무했던직장정보

• 세금보고나월급명세서에기입된정확한회사명, 회사소재지, 대표전화, 직속상사이름, 세전수입, 

최종근무일, 해고사유및근무시간단축사유.

근무경력

• 지난 18개월간근무했던모든회사명(월급명세서와세금보고양식에나온정확한회사명으로기입), 

근무기간 (근무시작일과마지막근무일), 임금 (시간당, 2주, 한달기준등)

장애수당또는가족유급병가의경우

• 의사의진료소견서, 자녀의출생증명서 (가족유급병가의대상이자녀인경우)



실업수당프로그램소개
실업수당 (UI)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해영업장이문을닫거나근무시간이줄어든경우

 자녀의학교가휴교했거나, 아이를돌보기위해일을할수없는경우

 최대 26주까지받을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실업수당은 39주까지가능합니다

 개인의급여에비례에실업수당은주당 $40-$450 지급됩니다.

 주지사명령에따라 1주무급대기기간이면제돼, 일을그만둔첫주부터실업수당을
받을수있게됐습니다



실업수당프로그램안내
 실업수당을받기위해서는아래고용개발국웹사이트를방문해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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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실업수당을신청하면되나요?

 실업수당은일을그만두거나근무시간이단축된첫주부터신청할수있습니다. 실업수당청구는신청서를

제출한그주일요일부터시작됩니다. 

 신청자가운데지난 52주이내에실업수당을청구했으나모든혜택을다받지않은경우, 신청인은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새로운케이스를오픈할수없고이전케이스를다시오픈한뒤남은혜택을모두

소진해야합니다. 

혹은서명신청서작성을원하시는경우 PDF 파일을다운로드받은후작성하셔도됩니다.
:https://www.edd.ca.gov/pdf_pub_ctr/1101i/de1101i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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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개월에서 18개월사이월급을기준으로하며, 이전 4분기급여를바탕으로실업수당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올해 3월실업수당을신청한경우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급여를
바탕으로실업수당이결정됩니다.

실업수당청구: 대략적인수령금액

만약월평균 1,000달러의
임금을받았다면

실업수당은주당 $116
지급됩니다.

만약월평균 2,000달러의
임금을받았다면

실업수당은주당 $231
지급됩니다.

만약월평균 3,000달러의
임금을받았다면

실업수당은주당 $347
지급됩니다.

만약월평균 4,000달러의
임금을받았다면

실업수당은주당 $450
지급됩니다.



실업수당신청시필요서류

 사회보장카드(SSN Card)
 운전면허증(있을경우)
 영주권카드(Resident Card)또는취업허가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2018년, 2019년W-2 세금보고서류

 2018년,2019년 Form 1099 세금보고서류

 월급명세서(Pay Check Stub): 급여(Paycheck) 받으실때아래세금등나와있는영수증같은종이

실업수당신청필요정보및서류



실업수당신청시개인정보요구사항

 이름

 생년월일

 정확한거주지우편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영주권카드및취업허가카드소지자의외국인등록번호/카드번호및유효기간

실업수당신청필요정보및서류



가장마지막으로근무했던직장에대한정보

 (W-2 등세금보고양식또는월급명세서에명시된)
 직장상호

 직장소재지및실제근무지

 대표전화

 직속상사또는관련업무의총책임자이름

 임금정보 (Gross Income)
 주근무시간, 시간당급여

 휴일(Holiday) 지급수당및휴가(Vacation) 지급수당

 마지막근무일및근무시간단축사유또는해고사유

실업수당신청필요정보및서류



지난 18개월간근무했던모든근무기록

 (W-2 등세금보고양식또는월급명세서에명시된)
 지난 18개월동안근무했던모든회사명을세금보고양식이나월급명세서에표기된것을바탕으로정확히
기입하셔야합니다

 근무기간 (근무시작일과종료일)
 임금정보 (Gross Income)
 주근무시간, 시간당급여

 2주또는한달월급 (세전)

실업수당신청필요정보및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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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후우편발송: https://www.edd.ca.gov/pdf_pub_ctr/1101i/de1101id.pdf

 온라인신청이힘드시거나, 언어적도움이필요하신경우 KYCC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업수당신청방법

https://www.edd.ca.gov/Unemployment/UI_Online.htm
https://www.edd.ca.gov/pdf_pub_ctr/1101i/de1101i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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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