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실업 수당 종료

필수 식품, 주거, 유틸리티, 건강 관리 지원 신청
2021년 9월 4일 이후에 연방 실업 수당이 만료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청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팬데믹 상황이 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었음을 알고 있으며 귀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식품, 주거, 유틸리티
및 건강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방 실업 수당이 종료되면 미국 구조 계획
(American Rescue Plan)으로 확장된 중요
프로그램에 지원하길 권장합니다.

•
•

•

•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CalFresh (GetCalFresh.org)를 통한
인당 식량 지원 월 최대 $234
Housing is Key (HousingIsKey.com)를 통한 임대 및
유틸리티 지원 지불한 임대료와 공과금을 100% 받으세요.
임대 보조금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1-833-430-2122

캘리포니아 주민은 BenefitsCal.org에서 카운티 복지
기관에 아동이 있는 가족(CalWORKs), 식품 지원
(CalFresh), 무료 건강 보험(Medi-Cal)을 위한 현금 지원 및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Covered California
(CoveredCA.com)을 통해 건강 보험 월 최저 $1

2021년 9월 4일에 종료되는 연방 실업 수당은
무엇입니까?

•

•
•

•

자영업자와 일반 주 실업 수당(UI, Unemployment
Insurance)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팬데믹 실업 지원(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일반 주 UI의 기존 26주 외에 추가 몇 주 동안 실업 수당을
제공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PEUC)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FPUC,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이라고도 하며, PUA,
PEUC, FED-ED 및 일반 주 UI를 받는 근로자에게 주당
추가 $300의 혜택을 제공하는 팬데믹 추가 보상(PAC,
Pandemic Additional Compensation)

자영업 소득이 $5,000 이상인 일반 주 UI 수혜자에게 주당
추가 $100 혜택을 제공하는 혼합 소득자 실업 보상(MEUC,
Mixed Earner Unemployment Compensation)

참고: FED-ED로 알려진 일반 UI 수당의 별도 연장은 2021년 9월
1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일자리, 직업 훈련 및 기타 고용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고용 개발부(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리소스에 액세스하세요.

•
•
•

CalJOBSSM(CalJOBS.ca.gov)는 주 정부의 온라인 무료 가상 구인 센터로, 개인 구인 게시판부터 채용 사이트까지 백만 개
이상의 비공개 구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직 지원,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및 직업 교육에 관한 액세스는 주 전역에 걸친
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 (edd.ca.gov/office_locator) 지점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DD의 Returning to Work (edd.ca.gov/return-to-work.htm) 웹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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