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위한 최근 소식
2020년 4월 11일로 끝나는 주 일요일부터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ement)는 연방정부에서 연방 CARES 법으로부터 지불되는 추가
자금과 함께 주당 계산되는 급여액에 600달러를 더 지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추가 자금을 받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
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 금액이 최소 1달러인 기
준 하에, EDD는 2주에 한 번씩 지급되는 현 복리후생비 전액에 주당 600달러
를 자동으로 가산할 예정입니다.
가장 최근의 평균 실업 보험 급여금액으로 주당 340달러를 받는 사람의 경우,
격주 지급액은 680달러와 같습니다. 추가납입으로 격주 지급액은 1,880달러
로 증가하게 됩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첫 주는 4월 4일 끝나는 주며, 그의 전 주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주에 유효한 클레임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소급
지급이 곧 자동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2020년 7월 31일 끝나는 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인원수에게는 600달러의 추가 지급이 지속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연방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 해당 페이지를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0달러가 표시된 UI 수상 통지를 받았어도 여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처리 진행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ronavirus 2019 FAQ의 실업 보험 혜택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속한 지원 처리 진행을 위해 UI 온라인 계정 설정 방법(DE2338H)(PDF)
를 읽으신 후 혜택을 신청 하십시오.
지원서를 작성하실때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지역의 직업 센터
(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 로 전화하여 EDD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예약 하십시오.
실업급여 신청 처리기간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발급하는데 까지 최소 3주
까지의 기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양해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 보육, 교통비 등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연방 기금
을 업무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VID-19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한 추가 기금 (COVID-19 Additional Funds
for Workers and Businesses)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더 많은 번역 정보는 www.koreancentersf.org/coronaviru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