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적으로 직원 급여는 W-2 납세 양식으로 신고됩니다. 고용주에게 W2 납세 양식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원 급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독립적 용역으로 잘못 분류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분류되었고 직원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EDD에 연락하여 급여 감사를 신청하세요.

2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소득은 1099 납세 양식으로 신고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1099 납세 양식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직원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독립적 용역으로 잘못 
분류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분류되었고 직원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EDD에 연락하여 급여 감사를 신청하세요.

3 새로운 PUA 급여 신청은 이르면 2020년 12월 6일부터 시작되고 2021년 9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4 PEUC 연장 신청은 이르면 2020년 3월 29일부터 시작되고 2021년 9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5 FED-ED 연장 신청은 이르면 2020년 5월 10일부터 시작되고 2021년 9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 20일과 2021년 8월 7일까지 

실업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20주간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근로 시간 또는 임금이 감소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고용 개발부(EDD)에서 실업 
급여를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 또는 독립 
용역으로 소득을 벌었습니까?2

UI Online(portal.edd.
ca.gov)에서 급여를 
신청하거나 다시 시작하고, 
2주에 한 번씩 급여 수령 
자격을 확인하세요.

2주마다 급여 수령 자격을 
확인하세요.

급여 수령 기간이 종료되어 
실업 급여 신청이 
만료되었습니까?

일반 UI 급여 수령 기간은 
급여 신청을 시작하고 12
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아직 급여 수령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급여 신청에 
대해 PEUC 연장이 자동 신청됩니다.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알림을 
보내드리며, 업데이트는 UI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EUC 연장 기간이 종료되면 연방-주 연장 기간(FED-ED)5 제도에 
따라 다시 13주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업 보험(UI)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할 경우, 최대 26주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UI online(portal.edd.ca.gov)을 방문하세요.

급여 수령 기간이 끝나면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PEUC)4 제도에 
따라 최대 53주간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enough wages(edd.ca.gov/
Unemployment/UI-Calculator.htm)을 벌었고 아직 실업 
상태이거나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면, 현재 실업 급여를 
연장한 상태라도 새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고한 임금이 충분한 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을 
경우, UI Online(portal.edd.ca.gov)에 로그인하여 신규 급여 
신청을 선택하세요. 새로 급여를 신청할 만큼 충분한 임금을 
벌고 있는지 즉시 알려드리고,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새로 급여를 신청할 만큼 최근 18개월 동안 충분한 임금을 벌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연방 실업 급여를 연장했거나, PUA를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급여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면 급여 
수령 기간이 언제 처리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Benefit Year End page(Bit.ly/UIBYE)를 
참조하세요.

COVID-19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경우 팬데믹 실업 지원금(PUA)3

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할 경우, 최대 
86주간 PUA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PUA page(Bit.ly/PUAEDD)를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실업 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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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8개월 내에 직원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1

여기에서 시작하세요!

예

귀하의 일반 UI 급여 신청이 2019년 5월 19일 이후에 시작되었고 
FED-ED 자격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FED-ED 연장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내용은 본인에게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업데이트는 UI 온라인 계정을 확인하세요.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7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고지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PUA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과거에 PUA
를 신청한 적이 있고 아직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PUA가 
시작됩니다. 내용은 본인에게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업데이트는 
UI 온라인 계정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FED-ED Extension page(Bit.ly/CA-FEDED)를 
참조하세요.

일반 UI 주간이 끝났습니까?

PEUC 기간이 만료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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