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수당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다음 내용은 버두고 직업센터가 실업수당(UI)에 관한 질문을 

편집하고 이 질문에 대해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수집한 

연구입니다. 버두고 직업센터는 구체적인 실업수당(UI)신청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고용개발국 으로 

연락하십시오.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면, 신청을 

하십시오. EDD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업수당은 미국 시민권자만 됩니까? 아닙니다. 근로권 서류가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수정보를 전부 제출하려면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UI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개인컴퓨터나 핸드폰으로 EDD의 UI온라인에서 신청하십시오. 

신청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EDD의 UI 비디오 사용설명서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서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3월 

27일 금요일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실업이나 

임금인하의 이유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나온 신청서의 드롭다운 

메뉴의 옵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추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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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미국직업센터 

버두고 직업센터는 

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18) 937-8000으로 

전화하십시오.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자주 묻는 질문들, 계속됨. 

 

실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 다수의 실업신청이 제출되어, 

저희가 대략적인 일정을 드리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신청 처리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다음의 경우 EDD가 근로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1. 제출한 내용이 급여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지연되는 상황을 예를 들자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한 경우, EDD에 보고할 때 근로자의 자료가 순서가 바뀐 경우, 혹은 미완성 신청서인 

경우입니다.       

귀하가 회사거나 독립계약자인 경우 어느 고용주로 신청합니까? 보통,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하는 독립체로 간주됩니다. 월급을 발급한 회사를 적어야 합니다.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으면, EDD의 UI 비디오 사용설명서가 도움이 됩니다.   

 

W2를 여러개 받으면서 신청해도 됩니까? 네 

 

고용 분할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 분할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주가 이 프로그램에 

신청해야 하며, 직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캘리포니아 지역 미국직업센터를 찾아보시고 EDD의 노동서비스 직원과 

전화상담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하십시오.    

제가 주정부 실업수당과 새로운 연방정부 실업수당에 둘다 자격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EDD의 코로나바이러스 웹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별도로 신청합니까? EDD는 코로나바이러스 웹페이지에 근로자를 

위한 최신 지침서를 올리겠습니다.  

실업 수당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EDD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찾아보십시오.  
 

https://www.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
https://www.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faq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