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잃으셨나요?
실직상태입니까?
직장을 잃었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습니까?

UI ONLINE을 통해서: 실업보험 신청 또는 기존 청구 재개 받으실 수당 확인 및 빠른 지급
가장 최근의 청구 및 지급정보 확인 실업보험 수당 확인과 같은 중요한 알림수신 일정 및 전
화예약 확인 질의응답 그외에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UI ONLINE MOBILESM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I ONLIESM 이용하여 실업보험(UI)을 신청하고 관리하세요.
WWW.EDD.CA.GOV/UI_ONLINE
새로운 실업보험을 청구하려면 아래에 나와 있는 시간을 통해 UI ONLINE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
화요일 - 금요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30분
실업보험을 신청한 후에는, UI ONLINE을 통해 언제든지 청구내역 확인 및 관리 할 수 있
습니다.
UI ONLINE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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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청하세요!
BENEFIT PROGRAMS ONLINE 계정을 만드십시오.
만약 BENEFIT PROGRAMS ONLINE에
이미 등록되어있다면, 이 단계를 넘어가셔도 됩니다.
WWW.EDD.CA.GOV/BPO에 방문하여 REGISTER를 선택하십시오.
이용약관에 동의해주십시오.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만드십시오
개인 이미지와 설명을 선택하고 보안질문 4개를 고르고 답하십시오.
이메일로 전송된 링크를 48시간이내에선택하여 완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단계를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중요: 이메일 발신함에 링크메세지를 받지 못 했을경우, 스팸 메일함을 확인해보십시오.
실업보험(UI)를 신청하십시오.
시작하려면,BENEFIT PROGRAMS ONLINE에 로그인하여 UI ONLINE를 선택하십시오.
FILEA CLAIM을 선택하십시오.
UI CLAIM FILING 설명서를 읽고 다음(NEXT)을 선택하십시오.
신청자의 기본정보, 마지막 고용주의 정보, 그리고 근무이력을 입력하십시오.
요약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SUBMIT을 선택하여 제출하십시오.
참고: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는 확인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록을 위해 신청번호
(CONFIRMATION NUMBER)를 가지고 있으십시오.
실업보험 수당 수급을 증명하기 위해 UI ONLINE에 등록하십시오.
등록을 하려면, BENEFIT PROGRAMS ONLINE에 로그인하여 UI ONLINE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신청서에 기재된 성과 이름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소셜넘버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EDD 고객계정번호(EDD CUSTOMER ACCOUNT NUMBER)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귀하께서 새로운 UI 고객인 경우, 신청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0일이내에 우편으로 EDD 고객
계정번호(EDD CUSTOMER ACCOUNT NUMBER)가 발송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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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