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CARES법에 따른 코비드19 실업수당 제도 설명서 – 한국어 

 

본 자료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CARES ACT) 중 신설된 실업수당 제도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 
자료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관련 기술적 이슈 등에 해서는 설명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UI ONLINE 신청 관련 기술적 이슈에 관한 정보는 EDD에 
문의하시거나 이를 다루는 기타 신뢰할 만한 전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본 자료는 한미연합회 (Korean American Coalition Los Angeles, “KAC”)의 견해와 무관하며, 어떠한 
법적 의견이나 효력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본 자료는 COVID-19 (“코비드19”)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의 CARES ACT에 따른 실업수당제도 개편에 관하여 가주 고용개발국(C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이하 “EDD”)및 노동근로개발국(Labor &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이하 ”LWDA”)이 발표·게재한 자료들을 재구성 및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께서 CARES법상 실업수당 제도를 이해하고 그 혜택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본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를 참고, 이용, 활용,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본 자료의 출처(한미연합회 코비드19 리소스 
홈페이지: https://www.kacla.org/covid-19-resources.html)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DD 홈페이지 참고자료 Resources (관련 자료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 Covid 19 Unemployment Benefit Guides  
- Covid 19 FAQs 
- Covid 19 News (2020. 4. 30.) 
- Covid 19 News (2020. 5. 14.) 
- Covid 19 News (2020. 5. 21.) 
- Covid 19 News (2020. 5. 28.) 
- PUA FAQs 
 
이 자료는 [06/01/2020]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DD, LWDA에서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보시려면 EDD, LWDA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1 
 

https://www.kacla.org/covid-19-resources.html
https://unemployment.edd.ca.gov/guide/benefits
https://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faqs.htm
https://edd.ca.gov/About_EDD/pdf/news-20-15.pdf
https://edd.ca.gov/About_EDD/pdf/news-20-17.pdf
https://edd.ca.gov/About_EDD/pdf/news-20-19.pdf
https://edd.ca.gov/About_EDD/pdf/news-20-22.pdf
https://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faqs.htm


 

 

I. 제도의 이해 

본래 캘리포니아 주 (State) 정부가 운영하는 실업 혜택(Unemployment Benefits, 이하 “UB”)에는 총 
3개의 제도, 즉, UI (Unemployment Insurance), DI (Disabled Insurance) 및 PFL (Paid Family Leave)이 
있습니다. 특히 UI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의 일종이므로, 고용주 (Employer)가 UI의 적용 
상자인 근로자 (W-2 적용 상자)를 위하여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 Fund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에 일종의 보험료 (premium)를 납부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요컨 , UI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제도이고, 상자를 위하여 고용주가 보험료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편, 미국의 연방 (Federal) 정부는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한 실업 구제 책의 일환으로 CARES 
ACT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주 정부가 운영하는 UI의 적용 상자,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을 
확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적용 상자를 확 한 것이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t), 그 지급 금액을 확 한 것이 FPUC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그리고 그 지급 기간을 확 한 것이 PEUC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입니다 (PUA, FPUC 및 PEUC는 통틀어 “PUA등”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UA 등은 미국 연방 정부의 제도이며, 주 정부가 운영하는 UI에 
한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의 주 정부 제도인 UI, DI 및 PFL이 
연방 정부 제도인 PUA등과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PUA등에 해 살펴보기 전에, 그 적용 상이 되는 “unemployment”라 함은 (i) 
일자리를 잃거나, (ii)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거나, (iii) 받는 임금이 축소되거나 (iv)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이를 통틀어 “실업등”)를 의미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o 징계 등의 이유로 해고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것은 실업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 않은 경우에도 (즉, 일을 하면서도) UI 나 PUA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o 특히, 이번 코비드19과 관련하여 실업등의 원인이 학교가 문을 닫아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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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UA등 제도의 이해 

1.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 기존 UI는 원래 W-2 적용 상자인 근로자만을 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PUA는 UI의 
적용 상자를 W-2 적용 상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등과 기존 UI를 신청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까지 적용 상자들을 확 한 것입니다. 즉, 기존 UI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존속하면서, 
코비드19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등과 근로자등을 위해 연방 정부가 새로 PUA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A. 상자 

 
▪ 구체적으로, 이하의 1) 에서 5)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0. 2. 2. 부터 2020. 12. 26.의 기간 
중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실업등에 해당하여 그 기간 동안의 클레임(Claim)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실업급여, 즉 “PUA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하의 1) 
에서 5)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 PUA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요구조건들을 충족하고 최종적으로 주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PUA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사업주,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긱(gig) 근로자 (“사업주등”) 

o 주의할 점은 사업주등에 해당하면서도 W-2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 EDD는 지난 18개월간 W-2로 임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존 UI를 신청하여야 하지 사업주등의 PUA를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 , W-2 로 받은 Income보다 1099로 받은 
Income이 더 많아서 PUA를 신청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반드시 기존 UI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o 한편, 사업주등이 기존 UI 신청 상이 아님에도 이미 UI를 신청해버린 경우,  새로 
PUA(“New Claim”)를 신청할 수 있으려면 다음 i. 또는 ii.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i. 아직 기존 UI 신청에 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참고로 기존 
UI를 별도로 Cancel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ii. 기존 UI 신청결과가 Award “0”이거나 Disqualification이고, (+) 이에 해 아직 
어필(Appeal)을 안 했으며  , (+) 특별히 정부에서 Identity의 Verify를 하라 

1

거나 Wage Investigation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던 경우.  
 

2) (UI 자격을 충족 못 하는) 제한된 근로/급여 기록 (Work history/Wage Record/Earning 등)을 
가진 사람 

o 즉, 원래 UI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8개월간의 근로/급여 기록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근로/급여 기록이 없어서 기존UI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PU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등이어서 위 근로/급여 기록이 없는 경우는 본 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참고로 Appeal을 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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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즉,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으나 지난 18개월간의 근로/급여 기록이 
없는 경우가 본 2)에 해당합니다. 

o 만약, 지난 18개월간의 근로/급여 기록이 없는데도 기존 UI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참고로, 이러한 경우 정부는 Notice of Status of Wages를 통해 
신청자에게 충분한 Earnings 기록이 없다는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i. 그 거절통지에 한 Appeal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PUA를 신청하면 됩니다. 
ii. 반면, 그 거절통지에 한 Appeal을 하였다면, 그 Appeal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번에 PUA를 신청하여도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허위내용 기재 등으로) 기존 UI 관련 패널티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발적으로 사임하거나 징계로 해고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기존 UI Claim이 Disqualified 된 
사람  

※ 다만, 위 3), 4)의 경우, UI Online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주 정부가 당사자에게 
별도로 양식 Form (Notice of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Award등)을 보내준 뒤, 그 
Form을 작성하여 주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5) 기존 UI의 UB를 다 받은 사람 (참고로, 이때 PUA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기존 
UI를 신청했었고, UB를 받았었다”고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o 구체적으로, 기존 UI의 UB를 다 받았고, 아직 실업등의 상태인데,  
i. Benefit Year가 경과한 경우: 다시 기존 UI를 신청하면 됩니다.  

ii. Benefit Year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며, 
1.  UB의 최종지급시점이 2020. 2. 2. 전 (2월 2일 미 포함)인 경우 

a. PUA를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실업등이 코비드19으로 인한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DD는 그 입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b. 한편, 기존 UI도 (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그 
지급기간을 13주 연장해주는 PEUC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즉, 모두 
그 지급기간을 13주 연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서는 추후 
EDD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PEUC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 
PEUC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UB의 최종지급시점이 2020. 2. 2. 이후부터 2020. 3. 21. 전 (3월 21일 미 
포함)인 경우 
a. UI Online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주 정부가 당사자에게 
별도로Form(Notice of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Award등)을 
보내준 뒤, 그 Form을 작성하여 주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3. UB의 최종지급시점이 2020. 3. 21. 이후인 경우 
a. 이번 PUA 적용 상은 아니지만, 기존 UI도 (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그 지급기간을 13주 연장해주는 PEUC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즉, 모두 그 지급기간을 13주 연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서는 추후 EDD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PEUC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하 PEUC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실업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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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등의 원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코비드 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줄어든 경우 
2) 코비드 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하러 갈 수가 없는 경우 
3) 코비드 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을 그만 둔 경우  
4) 코비드 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하는 곳이 폐쇄된 경우 
5) 코비드19이 일을 못 하게 함으로써 완전/부분적 실업이 되거나 일을 못하는 경우 
6) 코비드19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을 겪고 있거나 치료를 구하는 경우 
7) 동거인이 코비드19진단을 받은 경우 
8) 코비드19진단을 받은 동거인 또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9) 코비드19으로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아서, 업무시간 동안 dependent (아내, 가족 들)를 
돌봐야 하는 경우  

10) 의료인 등 Healthcare provider가 코비드19으로 인해 당신을 자가격리하라고 말한 경우  
11) 동거인이 코비드19으로 사망하여 당신이 주된 생계활동 주체가 된 경우 

 
C. 지급금액 

 
▪ 2020. 2. 2. 이후의 Claim에 해서는 주당 $167이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그 후 신청자가 입력한 

2019년도의 Net Annual Income을 주 정부가 Verify한 결과 그 Income이 $17,368 이상일 경우, 주당 
지급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시 주 
정부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그 Income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신청자는 W-2, 1099 Tax 
Form, Paycheck Stubs, Annual Tax Return Form등으로 그 Income을 증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이, 주당 지급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주당 지급금액은 소급하여 적용되는 바, 
기존 지급된 기본 지급금액과의 차액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EDD는 2020. 4. 28. 부터 주당 $167의 기본 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절차 (Phase 
1)를 시작하였고, 2020. 5. 20. 부터 (i) 증가된 주당 지급금액 및 (ii) 기존 기본 지급금액과의 
차액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당 지급금액이 증가되더라도 그 상한은 주당 
$450이며, 이하의 FPUC에 따라 $600을 추가로 받는 것과는 별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2020. 3. 29. ~ 2020. 7. 25. 의 Claim에 해서는 이하 설명하는 FPUC의 적용에 따라 (기존의 
주당 지급금액에 더하여) $600이 추가로 지급될 것입니다. 

▪ 한편, EDD는 2020. 5. 14. PUA지급금액의 재산정/재지급 절차에 한 공지를 하였습니다. 기존 
UI를 신청하여 UB를 받았는데 본래 받을 것 보다 초과로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주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유예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PUA를 신청한 경우, 주 
정부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PUA 지급금액을 산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PUA제도는 
연방절차인 CARES ACT에 따른 것으로서, 연방절차에서는 상계 (Offset, 즉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채권액에서 채무액을 공제시키는 것)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PUA 지급금액을 (그 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재산정하고, 
기존에 공제했던 금액을 다시 상자에게 지급하며, 기존의 초과금액 반환유예는 계속 
존속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를 2020. 5. 20.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 FPUC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 a.k.a. PAC (Pandemic 

Assistanc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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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는 원래 주당 $40 ~ $450의 UB를 지급하나, FPUC를 통해 그 지급금액을 확 하여 2020. 3. 29. ~ 

2020. 7. 25.의 Claim에 해서는 기존 주당 지급금액에 $600을 매 2주마다 더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Claim을 기준으로 하므로, 설령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그 Claim 기간이 위 2020. 3. 29. ~ 

2020. 7. 25. 기간 내에 속하면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 EDD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특히, 본 $600 추가 지급은 PUA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UI신청에 해서도 위 기간 내의 

Claim이라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3. PEUC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 UI는 원래 13주 ~ 26주의 기간동안 UB를 지급하나, PEUC를 통해 그 지급기간을 확장하여, 2020. 
3. 29. ~ 2020. 12. 26. 의 Claim에 해서는 최장 39주까지 UB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장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무조건 39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EDD에 
의하면, 기존UI 및 기타 연장된 UB를 지급받은 주(week)를 고려하여 기간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 PEUC 역시, PUA에 따른 UB를 지급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UI신청에 따른 UB의 지급에 
해서도 위2020. 3. 29. ~ 2020. 12. 26. 기간 내의 Claim에 해서는 최  13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존 UI 신청에 따라 UB를 지급받은 경우에 하여 EDD는 다음과 같은 
공지를 하였습니다.  
1) (Phase 1) 기존 UI 의 UB를 다 받았고 아직 실업등의 상태인데 Benefit Year의 시작일이 2019. 

6. 2. 이후 (6월 2일 포함)에 해당되는 사람을 상으로,  
주 정부가 2020. 5. 27. 부터 기존 UI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즉, 추가로 13주를 더 지급받는 
절차의) 신청 (filing)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 정부가 신청을 하면 그로부터 5~7일 내에 
상자에게 우편통지가 될 것인데, 그 우편통지의 내용에 따라 Certify를 완료하여야 
지급기간의 연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DD에 따르면, 상자들은 그 
우편통지를 기다리는 것 외에 위 2020. 5. 27. 이후 본인의 UI Online 계정에 들어가 “Inbox”의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Certify 절차를 좀 더 빨리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2) (Phase 2) 기존 UI의 UB를 다 받은 시점이 2018. 7. 이후이고 위 Phase 1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상으로,  
주 정부가 2020. 7. 초부터 기존 UI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신청 (filing)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DD에 따르면, 상자들 중 아직까지 PUA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주 
정부가 Phase 2를 시작하기 전에) PUA를 신청해 놓는 것이 추후 절차 진행을 좀 더 빨리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2020. 5. 28. 업데이트된 EDD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주당 지급금액은 
최종적으로 심사 받아 승인된 기존UI 금액 (PUA해당자의 경우에는 PUA금액)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0. 3. 29. 부터 2020. 7. 25. 까지의 Claim에 해서는 FPUC에 따라 $60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  EDD News Release No.: 20-22 (5. 28.), page 2 
    How much will I get in benefits and how will I get paid?  

Your PEUC payments will be the same as the weekly benefit amount on your last valid regular Unemployment 
Insurance (UI) claim. Additionally, you will receive the $600 federal stimulus that is available through July 25, 
2020 with each week of benefits you are paid. You must certify your ongoing eligibility and you will b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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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기존 UI는 1주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최초 1주차 지급이 이루어 지는데, PUA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최초 1주차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III. PUA 신청 및 절차 관련 

1. 신청시 준비사항 
 

▪ PUA를 UI Online을 통해 신청할 때, 별도로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항들에 
하여 사실만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A. 기본 준비사항 

 
▪ 캘리포니아 거주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ID) 
▪ 미국 시민권자 혹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 (영주권자, 워크퍼밋이 있는 비자 
보유자 또는 Alien Registration Number를 발급받은 자) 
▪ SSN  

 
B. 지급금액/지급기간 관련 준비사항 

 
▪ 지난 18개월간 근로/급여 기록 (Paycheck에 기재된 고용주 이름,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세전 
급여 및 그만둔 이유) 
▪ 실업등에 관한 직전 직장 정보 (고용주/회사 이름, 우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최종 세전 
주간 급여, 실업등 이유) 
▪ (해당될 경우) 전직 federal 직원인 경우, Notice to Federal Employees About Unemployment 

Insurance (Standard Form 8) 
▪ (해당될 경우) 지난 18개월 중 군 에서 근무를 한 경우, Certificate of Release or Discharge from 

Active Duty (DD 214) 

 

2. 신청/지급 절차  
 

▪ 기존 UI나 PUA 모두 같은 UI Online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완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를 이메일과 우편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하의 
소요기간은 모두 EDD등의 Guideline에 따른 것인데, 실제 소요기간은 이 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UI나 PUA의 입금은 신청에 한 심사가 완료되면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만일 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잘못 기입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28. 업데이트 - EDD보도자료) 
o 만약, EDD로부터 노티스(Notice)를 받았는데 그 Notice에 기재된 소셜넘버(SSN)나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컨 , Notice를 받았는데 SSN이 999 또는 990으로 시작하는 

bi-weekly benefits in the same way that you were paid for your regular UI claim, for most people that’s the EDD 
Deb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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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분 확인 요청서(“DE 1326C” - Request for 
Identity Verification)를 작성하여 위 Notice에 기재된 EDD 주소로 우편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o 신청을 하여 Claim Award Notice를 받았는데, 그 Claim Award Notice에 기재된 내용에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그 Claim Award Notice에서 수정할 내용 (잘못 기입한 
내용이 무엇이고, 올바른 내용은 무엇이다)을 해당 부분에 적절히 기입하여 다시 그 Claim 
Award Notice상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UI Online을 통해 EDD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시거나 (UI Online 계정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UI Online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전화 (1-800-300-5616)를 통해 EDD에 문제 해결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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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UI, PUA는 모두 EDD Debit Card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o PUA의 경우, 신청완료 이후 24~48시간 내 EDD Debit Card를 발급한다고는 하나, 신청량이 
많아 실제 상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만약, 지난 3년 내에 EDD Debit Card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번에 추가로 Card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발급된 EDD Debit Card의 계좌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3년내 그 Card를 발급받았는데, Card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주 정부가 새로운 EDD Debit Card를 발급하여 상자에게 배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o 반면, 지난 3년 이전에 EDD Debit Card를 발급받았었거나 기존에 발급받은 EDD Debit Card를 
분실하였을 경우, 웹사이트 혹은 Bank of America의 전화1-866-692-9374 (TTY: 
1-866-656-5913)를 통해 그 Card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DD Debit Card는 신청일로부터 7 
~ 10영업일 내 도착된다고 합니다).  

 

3. Certify 절차  
 

▪ 기존 UI 또는 PUA 상자는 주당 지급금액을 수령한 이후 매 2주마다 UI Online을 통해 실업등에 
관한 상태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이러한 Certify 절차를 통해 지급기간, 지급액 등에 한 심사 
및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 EDD News Release No.: 20-22 (5. 28.), page 3 
What should I do if I got a notice from EDD with the wrong SSN or name on it?  
It’s possible that a mistake made when entering an SSN on an application could be linked to another individual’s 
SSN. In this case, the claimant may receive a notice with what looks like an SSN starting with “999” or “990”, 
which is a temporary ID number for EDD purposes only. The individual should follow the instructions for providing 
the documentation required on the Request for Identity Verification (DE 1326C) notice to verify the correct 
identity information, and be sure to send it within 10 calendar days from the mail date of the notice and ONLY to 
the EDD address included on the notice. 

4  EDD News Release No.: 20-22 (5. 28.), page 3 
What if I do make a mistake on my application?  
Is there any way to clear it up and get my correct claim information processed? When claimants receive their 
claim award notice after applying, they should write on the notice what needs to be corrected or added, and 
return it to the address on the notice. An applicant may also contact EDD through their UI Online account to 
address any mistakes on their application. Alternately, they can call EDD at 1-800-300-5616 if they don’t yet have 
access to their UI Onlin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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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EDD에 따르면, 2020. 3. 14. ~ 2020. 5. 9. 동안에는 Certify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해서는 추후 주 정부가 따로 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한 Certify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o 구체적으로, Certify시 업데이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Certify 기간 (2주) 동안 일하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는지, Certify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급여 (Earning)를 
받았는지/그랬다면 얼마나 일하고 받았는지 등. 

● 만약 Earning이 있을 경우, $25와 Earning의 25% 중 더 큰 금액을 Earning에서 뺀 
금액을 산정한 뒤 {“Deduction 금액” = Earning – ($25와 Earning의 25% 중 더 큰 
금액)}, 주당 지급금액에서 Deduction금액을 뺀 나머지를 다음 주당 지급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EDD에 따르면, 현재 구직활동 (일자리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해 (코비드19으로 인해) “No”라고 답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기존 UI나 
PUA 지급받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한 계속 
기존 UI나 PUA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그 밖에 기존 UI, DI, PFL과 PUA와의 관계 
 

▪ 만약, 지난 12개월 중에 기존 UI를 승인받아 지급받아 오던 중 현재 그 기존 UI의 지급을 중단한 
상태라면, 이번에 PUA를 신청하지 않고, 기존 UI (“Old Claim”)를 재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기존 UI의 승인을 받은 날이 지난 12개월보다 전 날짜라면 이번에 PUA (“New Claim”)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기존 UI 신청하였는데, 결과가 Award “0”으로 나온 경우 그 원인은 다음 1) ~ 3)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며, 이에 한 응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정부가 기존 UI신청자의 신분(Identity)과 근로/급여 기록 (Wage record)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Award “0”이라는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2개의 Identity 

Forms (신분을 확인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주 정부에 발송해야 하며, 주 정부는 해당 
Identity Forms를 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그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2) 고용주가 근로자인 신청자에 한 정보를 EDD에 보고할 때, (신청자의 지위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 등으로 잘 못 보고 했거나, Wage 정보등을 잘못 리포트 한 경우. 
i.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W-2, 1099 Tax Form 또는 Paycheck Stub등을 주 정부에 (Award 

“0”이라는 결과를 발송한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자영업자 또는 독립계약자여서, 신청자에 한 보험료가 UI Trust Fund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i.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사업주등에 해당하므로, 이번에 PUA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해 아직 어필(Appeal)을 안 했으며, (+) 특별히 
정부에서 Identity의 Verify를 하라거나 Wage Investigation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던 
경우여야 PU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I와 PFL은 UI와 별개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UI나 PUA를 못 
받더라도DI, PFL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DI, PFL 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DD에 
따르면, UI, DI 및 PFL 을 중복적으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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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정보는 EDD와 LWDA 웹사이트와 보도자료 등 도처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곳에 모아 재구성 및 번역한 자료입니다.  정책의 흐름과 집행 추이에 따라 EDD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EDD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06/01/2020]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EDD, LWDA에서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는 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가장 최신의 정보를 보시려면 EDD, LWDA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 한미연합회(KAC)는 법률 및 회계・재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 및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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