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 수당 수혜 자격에 대하여 
 

직장을 잃거나 불완전 취업 상태라면 최장 

26주까지 실업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실업 수당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1.   실직 상태이거나 불완전 취업 상태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실직 

상태이거나 불완전 취직 상태이어야 

합니다. (예: 주당 40시간 미만 일하고 더 

많이 일하길 원할때) 불완전 취직 

상태에서는 모든 인컴을 고용 촉진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office) 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수락할 준비 자세가 되어 있고, 

활발하게 직장을 찾고 있어야 함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귀하의 예전 직업군 안에 있거나 기술 및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을 즉시 

수락할 수 있도록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스스로의 잘못이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직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a. 일거리가 없어서 해고된 경우 (임시 

또는 영구 해고),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있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몇 가지 예시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가 타당할 때 

 노동법 위반이 있었을 시 

 패밀리 이머전시 

 불법적인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임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거라 생각되어 

그만두는 것은 good cause가 아닙니다.  

 

c. 해고 당한 경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해고당하였다면 실업 수당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당했다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적, 의도적, 

또는 무분별한 잘못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에게 진 

의무를 저버린 경우  

 그러한 위반이 상당할 때 

 고용주의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실업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직장 

내 잘못된 행동들의 예:  

 

 불복종 

 많은 경고 후에도 지속된 지각과 

결근 

 도둑질 

 근무 중 낮잠  

 음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당했다면 실업 

수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성과 

 부주의, 업무 상 판단 실수 등 

지속적이지 않은 실수  

 고용주가 실수를 용납하거나 

잘못을 묵과했을 때  

 해고의 중요 이유가 피고용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 또는 일을 그만두기 전 수입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는 

지난 15-17개월 동안 충분한  수입을 

벌었어야 합니다. 매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금액은 이 기간에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EDD로 연락하십시오.  

 
 

5.   보고 임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하기 편을 참고하십시오. 

 
 
 
 

실업 수당 신청하기 
 

고용 촉진부 (EDD)는 전화와 우편으로 

컨택할 수 있습니다.   
 

1. 클레임 제출하기: 아래의 EDD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EDD는 전화 인터뷰 

날짜를 잡을 것입니다.  



 

2. 전화 인터뷰: 이 인터뷰는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EDD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실업 

수당 자체가 거부되거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클레임 형식: 수당을 계속 받으시려면, 

Continued Claim Form을 작성하시고 

이 서류를 EDD에 매 2주마다 

제출하십시오. 첫번째 주에는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그 주의 클레임 서류를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4. 수당 신청 거부에 항소하기: 만약 

귀하의 신청이 거부된다면, 2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시려면 

편지에 “I disagree with the decision.  I 

wish to appeal.” “(나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신청합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5. 공판: 행정법 판사가 항소 공판을 할 

것입니다. 공판 전에 귀하의 사건 

개요를 리뷰하십시오. 귀하께서는 

변호사나 귀하를 대리할 사람을 

대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를 

위해 증언해 줄 증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신청하시려면 EDD 에 아래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1-800-300-5616. 

 
 
 

 
 

 
 
 
 
 
 
 
 
 
 

55 Columbus Ave. 
San Francisco, CA 94111 

전화 (415) 89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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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sianlawcaucus.org 

 
 

Asian Law Caucus의 임무는 동양인과 

환태평양 섬 출신 커뮤니티의 법적 권리를 

증진 및 발전시키고 그들의 민사상 권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인종적 비평등이 미국 내에 계속 

존재함을 인지하고, Asian Law Caucus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동양인과 

환태평양 섬 출신들을 돕는데 그 노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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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문은 Asian Law Caucus 에서 발행한 

것으로, 안내문의 내용을 쓸 경우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This handout is distributed for the purposes of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the law.  The 
information should not be taken as legal advice. 
 
Adapted from: The Legal Aid Society, Employment 
Law Center, Employment Law Manual. 
 

 

 
 
 

내 권리 알기:  

 

실업 수당 신청하기 
 

Un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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