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훈련 수당(CTB) 자격 충족 팁

현재 실직 상태로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 커리어를 찾고자 하십니까?
캘리포니아 훈련 수당(CTB)을 만나 보세요!

캘리포니아 훈련 수당(CTB)이란?

캘리포니아 훈련 수당(California Training Benefits, CTB)은 실업보험 수당(UI)을 받으면서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가 승인한 학교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직업에 대해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CTB 참가 이유

CTB 참가를 통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스킬을 개발해 흥미진진한 커리어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 훈련 기간 연장을 승인받는 경우 UI 수당 수령 기간을 몇 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CTB 적격 승인을 받는 경우 EDD 승인 학교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일을 수락해야 한다는 주 단위 UI 수령 자격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CTB 자격 충족 4단계

CTB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현재 유효한 UI 청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 다른 UI 수령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계 1 - CTB에 대한 관심을 표시합니다

SM
가능한 한 빨리 EDD 온라인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AJCC(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 )를 직접 방문해
CTB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십시오.

중요 사항: 훈련 기간 연장 고려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UI 수당 제16차주분을 수령하기 전에 EDD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단계 2 - 자격 충족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본인의 커리어 목표를 충족하고 본인이 CTB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및 훈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봅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적격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적격 훈련 프로그램의 유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고용주, 동종 업종 협회 또는 노조가 후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CTB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EDD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등록해
출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본인 훈련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CTB 적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계 3 - 출석 개시 사실을 보고합니다

현재 학교나 훈련 프로그램에 출석하고 있는 경우 UI 청구를 신청 또는 재개할 때 EDD에 본인의 출석 사실을
보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당 수령을 위해 증명할 때 학교 또는 훈련을 개시한 주에 EDD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EDD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AJCC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학교나 훈련을
시작한 주에 출석 개시 사실을 보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 WIOA(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또는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훈련의 경우
AJCC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석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

단계 4 - 훈련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DD는 신청자의 CTB 참가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학교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질문지를 받거나 EDD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을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석 기간 날짜와 방학 또는 휴일을 포함한 출석 일정, 훈련 직업이나 커리어 목표, 그리고 학교 또는 훈련 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나 훈련 시설의 지정 담당자가 신청자의
출석을 증명하기 위해 보충 질문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일체 양식은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EDD가 CTB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예약된
전화 면접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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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후

EDD에서 자격 충족 여부 판단 결과가 담긴 Notice of Determination, DE 1080(결정 통지문)을 보내 드립니다.
신청자가 CTB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지문에서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설명합니다.

CTB 참여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학교나 훈련에 출석하는 동안 계속해서 UI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EDD가 신청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을
수락할 의사가 있고, 그 외 수령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 사항: 학교나 훈련에 출석하는 동안 반드시 계속해서 자격을 증명해야 UI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석
기간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EDD에 알리도록 하십시오.

훈련 기간 연장

신청자가 CTB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긴 학교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훈련 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규 또는 확대 UI 수당을 포함해, 본인의 주 단위 UI 청구 수당 금액의
최대 5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훈련 기간 연장은 각 CTB 승인 훈련 프로그램당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적격 훈련 프로그램의 유형

CTB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사전 승인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가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 훈련 프로그램

ETPL(Eligible Training Provider List, 적격 훈련 제공자 명단)
캘리포니아주 ETPL은 연방 WIOA(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기준을 충족하는 주 정부 승인
훈련 제공자들의 명단을 말합니다. ETPL에는 강의실 및 온라인 학교나 훈련 등을 포함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ETPL 제공자는 www.caljobs.ca.gov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More Career Services(커리어 서비스 더 보기)
SM
링크를 클릭해 CalJOBS 시스템에 액세스합니다. Education Services(교육 서비스) 탭으로 가서 Training Providers
and Schools(훈련 제공자 및 학교) 링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WIOA(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근로자 혁신-기회법)
연방 WIOA는 구직자에게 고용, 교육, 훈련 및 기타 구직을 위한 지원 서비스 또는 재정 지원 또는 양쪽 모두를
제공합니다.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무역 조정 지원)
연방 TAA는 해외 무역 또는 다른 국가들로 생산 시설 이전에 따라 직장을 잃었거나 잃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합니다.

견습 훈련
견습 프로그램에는 고수요 직장에서 스킬을 습득하거나 일을 하면서 교육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는 유급 실무 훈련
및 그 외 각종 기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견습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주 DoIA(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산업관계부)
견습기준과(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 웹페이지(www.dir.ca.gov/DA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TP(Employer Training Panel, 고용주 훈련 패널)
캘리포니아주 ETP는 근로자들의 스킬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맞춤 훈련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CalWORKs(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 캘리포니아주 근로 기회 및 자녀에 대한 책임)
CalWORKs 프로그램은 CalWORKs에 등록되어 있는 적격 개인에게 근로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조, 동종 업종 협회 또는 고용주 후원 훈련
숙련공 수준 노조 또는 동종 업종 협회 구성원 및 고용주 또는 고용주 협회 후원 참가자들의 경우 CTB 참가를 위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은 반드시 해당 업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현재 직장을 유지하거나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사 자격 프로그램
일부 공립 학교 교사의 경우 수학, 과학 또는 특수교육 과목에서 K~12학년 단일 교과목 교사 자격 프로그램에 대해
EDD 검증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반드시 교사 자격증 부여 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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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진행 훈련

본인이 자신의 훈련을 직접 진행하고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도 법적 기준만 충족한다면 CTB 자격 요건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 노동 시장에서 본인의 현재 스킬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 4주간 실직
상태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훈련을 계획해 진행하고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 또는
훈련은 반드시:
• 구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직업 또는 스킬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미국 교육부 또는 캘리포니아주 BPPE(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중등 이후 사학 교육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합당한 기간 이내(보통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전일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보통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또는 12학기 또는 분기 단위로 구성).
• 이전 CTB 참가 시작 날짜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UI 수당 최대 금액이 전체 훈련 기간을 지내는데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 비용

EDD는 수업료, 수수료, 도서비, 물품비 또는 교통비와 같은 훈련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주, 연방 또는 사적 재정 지원 수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tudentaid.ed.gov를 참조하십시오.

커리어 계획 수립 및 리소스

EDD는 여러분의 구직 활동과 커리어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스킬 개발을 돕기 위해 온라인 및 직접 대면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DD의 노동 시장 정보 데이터 라이브러리(Labor Market Information Data Library)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알아보고, 임금 정보를 탐색하며, 지역 노동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웹 기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려면 www.labormarketinfo.edd.ca.gov를 방문하십시오.
AJCC(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SM) 사무소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직접 대면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면 스킬 평가, 훈련 찾기, 취업 기회 찾기, 이력서 작성 등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edd.ca.gov/office_locator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AJCC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CTB에 관한 자세한 정보, 훈련 기간 연장 수당 및 기타 학교/훈련 리소스는 www.edd.ca.gov/CTB를 참조하십시오.
EDD가 법률과 정책을 적용한 방식에 관한 정보는 www.edd.ca.gov/UIBDG에 있는 UI Benefit Determination
Guide(UI 수당 결정 가이드 ) 섹션 85, Miscellaneous Volume(기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edd.ca.gov

EDD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요청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사항 및/또는 대체 형식을 요청하시려면 1-866-490-8879번(음성)으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에 7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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