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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날짜: 00/00/0000
사무소 전용: 000000000

고용개발국
거리 주소
시, 주, 우편번호

영어 1-800-300-5616
스페인어 1-800-326-8937
광동어 1-800-547-3506
북경어 1-866-303-0706
베트남어 1-800-547-2058
TTY (비음성) 1-800-815-9387

청구인 이름
청구인 주소
시, 주, 우편번호

You are not eligible to receive benefits as explained below:
귀하는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_ Your request to receive payment on an invalid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using
the Standard Base Period is denied. You requested to file a claim for benefits with a benefit 
year beginning 00/00/0000. The base period of your claim is 00/00/0000 to 00/00/0000.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awards are computed on wages paid in the base period per 
section 1275(a) of the California UI Code. You do not have enough wages in the base period to 
establish a valid claim.

1. _ 표준 기준 기간을 사용한 귀하의 실업보험 (UI) 청구에 대한 지급금 수령 요청은 정당성이 없어
거부되었습니다. 귀하는 혜택 연도가 00/00/0000부터 시작되는 혜택 청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귀하의 청구 기준 기간은 00/00/0000 부터 00/00/0000까지 입니다. 실업보험 혜택 지급액은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 1275(a)의 기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기간 동안의 귀하의 임금은 정당한 청구로 입증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 _ Your request to receive payment on an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based on an
Alternate Base Period is denied. You do not have enough wages in the Alternate Base 
Period to establish a valid claim. You requested to file a claim for benefits with a benefit year 
beginning 00/00/0000. Under the Alternate Base Period program the base period of your claim 
is 00/00/0000 to 00/00/0000.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awards are computed on wages 
paid in the base period per section 1275(b) of the California UI Code.

2. _ 귀하의 대체 기준 기간을 기반으로 한 실업 보험 (UI) 청구에 대한 지급금 수령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대체 기준 기간 동안의 귀하의 임금은 정당한 청구로 입증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혜택 연도가 00/00/0000부터 시작되는 혜택 청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대체 
기준 기간 프로그램에서는 귀하의 청구 기준 기간은 00/00/0000 부터 00/00/0000까지 입니다. 
실업보험 혜택 지급액은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 1275(b)의 기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결정 통지

예시, 이 페이지는 참조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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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_ Your request to use base period wages from a prior claim to establish a current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is denied. Wages used in establishing a claim in any benefit year cannot 
be used to establish a claim in the next benefit year per section 1275 of the California UI Code. 
The effective date of your new claim is 00/00/0000. The base period of your claim is 00/00/0000 
to 00/00/0000. Only wages paid during the base period may be used to establish a claim.

3. _ 현재의 실업보험 (UI) 청구 입증을 위해 이전의 기준 기간 임금을 사용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모든 혜택 연도의 청구 입증에 사용된 임금은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 1275에 따라 다음 연도 청구 입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새로운 청구 발효일은 
00/00/0000입니다. 귀하 청구의 기준 기간은 00/00/0000 부터 00/00/0000까지입니다. 기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만 청구 입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_ Your request to re-open your claim that ended on 00/00/0000 is denied. The benefit year of an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begins on the Sunday in the week you filed your claim. The 
claim ends 52 weeks later per section 1276 of the California UI Code. Payments cannot be 
made for weeks beyond the end date of the claim.

4. _  00/00/0000 에 종료된 청구에 대한 귀하의 재개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실업보험(UI) 청구의 
혜택 연도는 귀하가 제출한 주간의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청구는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 
1276에 따라 52주 후에 종료됩니다. 청구 종료일 이후의 주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5. _ Your request to continue payments on your claim that ended on 00/00/0000 is denied. The 
benefit year of an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begins on the Sunday in the week you 
filed your claim. The claim ends 52 weeks later per section 1276 of the California UI Code. 
Payments cannot be made for weeks beyond the end date of the claim.

5. _  00/00/0000 에 종료된 청구에 대해 계속 지급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실업보험 (UI) 청구의 혜택 연도는 귀하가 청구를 제출한 주간의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청구는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 1276에 따라 52주 후에 종료됩니다. 청구 종료일 이후의 주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6. _ Your request to continue payments on your exhausted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is 
denied. When you filed your claim effective 00/00/0000 you were entitled to a maximum benefit 
award of $000 at $000 per week for XX weeks. The payment for the week ending 00/00/0000 
exhausted your claim. The benefits payable in any one benefit year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benefit amount per section 1281(b1) of the California UI Code. Therefore, payments 
cannot be made after a claim balance has been exhausted.

6. _ 소진된 실업보험 (UI) 청구에 대한 지급을 계속해 달라는 귀하의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귀하가 
00/00/0000 자로 청구를 제출했을 때, 귀하는XX 주 동안 주당 $000로 최대 $000 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00/00/0000 로 끝나는 주간에 대한 지급으로 귀하의 청구가 소진되었습니다. 
한 혜택 연도에 지급될 수 있는 혜택은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1281(b1)에 따라 최대 혜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 잔액이 소진된 후에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7. _ You have established a valid claim for unemployment insurance (UI) benefits with a benefit year 
beginning 00/00/0000. Section 1276 of the California UI Code provides that a benefit year is a 
52 week period. The benefit year of your claim does not end until 00/00/0000.

7. _ 귀하가 청구한 00/00/0000부터 혜택 연도가 시작되는 실업보험(UI)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1276은 혜택 연도가 52 주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 혜택 연도는 00/00/0000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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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_ Your request for interest payments on your retroactive unemployment insurance (UI) benefits is 
denied.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law to allow the Department to pay interest on benefits.

8. _ 귀하의 소급 실업보험 혜택에 대한 이자 지급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법에는 본 부서가 혜택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9. _ You reported that your last employer was XXXX. After considering the available information, 
the Department finds that you were not an “employee,” per section 621B of the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ode.

9. _ 귀하는 귀하의 마지막 고용주가 XXXX 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한 
결과, 본 부서는 귀하가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621B에 따라 “직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0. _ You reported that you were employed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not as an employee with 
XXXX. After considering the available information, the Department finds that you were an 
“employee” per section 621B of the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Code.

10. _ 귀하는 XXXX 의 독립 계약자로 고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한 
결과, 본 부서는 귀하가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621B에 따라 “직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1. _ Your request to file an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beginning 00/00/0000 based on 
an Alternate Base Period is denied because you qualify to file a Standard Base Period claim. 
Pursuant to section 1275(b) of the California UI Code, the Alternate Base Period can only be 
used to file a UI claim when there are not enough wages earned in the Standard Base Period to 
file a monetarily valid UI claim.

11. _ 귀하가 제출한 대체 기준 기간을 기반으로 한 00/00/0000 부터 시작되는 실업보험 (UI) 청구 
신청은 귀하가 표준 기준 기간 청구를 제출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1275(b)에 따라, 대체 기준 기간은 표준 기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이 
금전상으로 정당한 실업보험 청구를 제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_ Your request to file an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based on the Alternate Base Period 
(ABP) effective 00/00/0000 is denied. Pursuant to section 1275(b) of the California UI Code, the 
first date an ABP claim can be filed is 04/01/12.

12. _ 귀하가 제출한 대체 기준 기간을 기반으로 한 00/00/0000 부터 유효한 실업보험 (UI) 청구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보험법 섹션1275(b)에 따라, 대체 기준 기간 (ABP) 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첫째날은 04/01/12 입니다.

*****************************************************************************************************************

APPEAL INFORMATION
이의 신청 정보

If you believe that this decision is not correct, you may file an appeal to the field office shown at the 
top of this form. In your appeal letter, explain why you do not agree with this decision. Any appeal 
from this notice, to be timely, must be filed on or before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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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양식 상단에 표시된 현장 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서신에 귀하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이 통지에 대한 
모든 이의 신청은 00/00/0000 또는 그 이전에 때 맞춰 제출되어야 합니다.

Important: 
While an appeal is pending, you must continue to submit claim forms for each week you wish to be 
paid. If the final decision holds you eligible, you will only be paid for those weeks for which you have 
filed claim forms and have met all eligibility requirements.

중요 사항: 
이의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귀하는 지급을 원하는 각 주간에 대한 청구 양식을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에서 귀하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귀하가 청구 양식을 제출하고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한 주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