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유행성 

 

뉴욕 주 실업 보험에 대한 FAQ 

 

마지막 검토 : 2020 년 4 월 27 일 

 

뉴욕 주 실업 보험 프로그램 (NY UI)는 최근

에 극적으로 변경되고 확장되어, 코로나 바

이러스 전염병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직장

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현재 일반 UI 급여의 자격이 있고 

독립적인 계약자 또는 비 전통적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최근 시행 된 CARES 법의 일부

가 새로운 연방 유행성 전염병 실업 지원 (PUA) 프로그램에 따라 실업 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

다. CARES 법에 의한 일회성 지불에 대해서는 https : //empirejustice.org/resources_post/covid-19-faq-

cares-act/를 참조하십시오. 

 

UI 또는 PUA을 받아 실업자는 CARES 법에 의해 시행된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 인 유행성 전염병 실

업 특별 보상 (PUC) 의 자격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기 동안, 이에 해당되는 노동 인력은 UI 또는 

PUA 혜택 이외에 주당 600 달러를 더 받게 됩니다. 이 문서는 새로운 UI 및 PUA 프로그램과 그 신

청 방법에 대해 간략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 상황으로 인해서 이 문서의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변경 사항 및 업데이트가 있는지 정기

적으로 확인하십시오. 

 

Q. 실업 보험은 무엇입니까? 

 

1931 년 뉴욕 주지사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실직자를 위한 실업 보험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이 보

험 기금은 고용주와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후 미합중국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1935 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UI 프로그램은 직장을 잃

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찾고있는 동안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활을 꾸려갈 돈을 제공하여 왔습

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은 여부에 관계없이 UI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9 주의 기간까지 NY UI는 이전 주급의 일부를 UI 급여에서 지불합니

다. 

 

Q. UI 신청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UI를 신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뉴욕 주 노동부 웹사이트 

(https://labor.ny.gov/ui/how_to_file_claim.shtm)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888-209-8124로 전화하여 클

레임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핫라인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 목요일 오전 8시 ~ 오후 7시 30 분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30 분 ~ 오후 8시 

 

엄청난 수의 사용자가 UI를 신청하려고 했기 때문에 뉴욕의 UI Web 사이트가 충돌을 이르켜 오작동

하거나 다시 시작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시

도하십시오! 당신의 클레임은 당신이 고용주로부터 해고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청구자들에 따르

면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시 신청서 작성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

다. 

  

Q. 언제 제가 UI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UI 신청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특정 요일에 UI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날은 성의 첫 

글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의 성이 다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 

 

A-F, 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G-N, 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O-Z, 수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출 날짜를 놓친 경우에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제출하시면 "할당 

된" 요일에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십시오. 

 

Q. UI 신청하기 전에 실직 후 7일간 기다려야 합니까? 

 

과거와는 달리 UI의 신청 하기 전에 실직 후 7일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0 년 3 월 14 일 쿠

오모 주지사는 행정 명령을 통하여 이전에 요구되었던 UI 신청 전 7일간의 대기 기간을 폐지하였습



니다. 실직 즉시 UI를 신청하십시오. 

 

Q. 자격 조건: 구조조정 된 경우 UI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UI는 자신의 과실없이 일자리를 잃은 직원에게 지불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해고 또는 구

조조정 된 경우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UI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특별

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따라 PUA의 자격 조건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자격 조건: 일할 준비가 되었으며, 일하기를 원하며, 일하기가 가능함 

 

UI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할 준비가 되었으며, 일하기를 원하며, 일하기가 가

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즉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하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일

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NY UI에 따르면 "당신은 자신의 이전 교육과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신에게 적합하며 당신이 수행 할 능력이 있는 모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합니다." 

 

Q. 자격 조건: UI를 얻기 위해서는 꼭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까? 

 

기존의 전통적 UI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또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합니

다. 그러나 새 CARES 법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한 "질환, 격리, 또는 이동 제한” 등

의 사유로 인해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통적인 UI 자격 조건은 “유연”하게 적

용되어야 합니다.  

 

Q. 자격 조건: 고용주가 저를 일에 복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가 해고된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전 직

장에서 이전에 하던 일과 같은 일을 이전과 같은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재고용 제안을 받았으나 이

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더이상 UI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Q. 자격 조건: 이전 직업과 수익 

 

이것은 복잡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UI 프로그램에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최소 근로 기록

과 이전 수익에 있어서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존의 UI 프로그램에

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 따라 PUA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 년 4 월 1 일 이후에 UI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9 년 3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최소한 2사분기동안 근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수를 받았어야 합니다.  

 

1사분기는 3개월입니다. 다만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6개월간 연속하여 계속 일할 필요는 없

습니다. 1년간의 기간 동안 아무 두 사분기 중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적어도 한 사분기 동안 최소 $2,600의 임금을 지불받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사분기 내에 6주 이상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하고 시간당 $11.10 (2019년 최저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네 사분기 (만 일년)간에 걸쳐 지급받은 총 임금은 적어도 그 중 최대 수입을 기록한 사분기

에서 지급받은 임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최대 수입을 기록한 사분기에 지급받은 임금이 $2,600이라면, 2019 년 4 월 1 일

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의 4분기동안 당신의 총 수익은 최소 $ 3900 ($ 2,600 x 1.5 = $ 3,900) 

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UI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 https://www.labor.ny.gov/formsdocs/factsheets/pdfs/p832.pdf. 모든 UI 적격 심사는 뉴욕 노동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Q. 매주 UI의 지급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주간 실업 수당의 금액은 이전 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뉴욕에서 매주 UI 혜택의 최대 금액은 39 주 

동안 주당 504.00 달러입니다. 위의 예제를 사용하면 뉴욕에서 UI 혜택의 최소 금액은 39 주 동안 주

당 104 달러입니다. 여기에서 UI 혜택 지급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ny.gov/benefit-

rate-calculator/ 

 

Q. 기존의 UI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됩니까? 

 

새로운 CARES 법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영업자, 실직자, 부분적 실직자,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나 전통적인 UI 혜택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개인에게 유행성 전염병 실

업 지원금 (PUA)를 제공합니다. 유행성 전염병 실업 지원금은 뉴욕 UI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습

니다. 

 

https://www.labor.ny.gov/formsdocs/factsheets/pdfs/p832.pdf


Q. 누가 유행성 전염병 실업 지원금(PUA)을 받을 수 있나요? 

 

최신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실직한 자들 혹은 다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은 PU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하청 업자, 1099 세무 신고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농부: 

  

⚫ 기존 U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이 없거나 기존의 UI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노

동자들;. 

⚫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격리 또는 의료 공급자의 통

보로 인한 자가 격리로 인해 근문지에 도달할 수 없는 노동자; 

⚫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게 된 사람들. 

⚫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폐쇄된 비즈니스에서 일하던 사람

들; 

⚫ 원래 일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자리가 없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근무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 

⚫ 파트 타임 업무를 구하고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 

⚫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중 보건 비상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또는 

탁아 시설이 폐쇄되었으며, 아이들이 학교 혹은 탁아 시설에 있어야지만 출근이 가능한 주된 

양육자 책임 (primary caregiver responsibility) 이 있는 부모 또는 개인; 

⚫ 본인 혹은 동세대 구성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의학적 진단

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가족 또는 세대원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세대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생

긴 사람. 

 

자세한 내용은 https : //www.labor.ny.gov/ui/pdfs/ui-covid-faq.pdf를 참고하십시오. 

 

Q. PUA의 대상이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Covid-19이 감염될 것이 두려워 일을 그만 둔 경우 또는 이미 유급 질병 또는 가족 휴가를 

헤택을 받고 있는 경우 PUA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PUA의 신청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UI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의 “UI 신청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PUA 혜택은 2020 년 4 월 5 일로 시작되는 주간부터 나옵니다. 

 

Q. 매주 PUA 혜택은 얼마입니까? 

 

매주 PUA 혜택 금액은 이전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욕에서 매주 PUA 혜택의 최대 금액은 주당 

504.00 달러입니다. 최소 PUA 금액은 미국 연방 노동부에 의해 각 주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뉴욕에

서 PUA 혜택의 최소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6 월 30 일까지 주당 186 달러입니다. 

PUA 혜택은 최대 39 주 동안 지속됩니다. 

 

Q. 유행성 전염병 실업 보상 (PUC)는 무엇입니까? 

 

2020 년 4 월 4 일부터 2020 년 7 월 31 일까지 4 개월간 UI 신청자들과 PUA 신청자들 모두 다에

게 새 연방 실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따로 혜택이 나옵니다. 매 주 혜택 금액은 주당 600 달러로 이

것은 기본 UI 또는 PUA 혜택 금액에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UI 청구자는 이 기간 동안 주당 $ 704~ $ 1104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UC 수신자의 혜택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년 7월 31일까지) 주당 786 달러에서 주당 1104 달

러의 범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UI 또는 PUA에 더해 $600의 유행성 실업 보상 (PUC)을 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저를 일자리에 복

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가 해고되거나 구조정리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하는 정부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당신의 예전 직업을 동일한 급여로 다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예전 급여가 UI 혹은 PUA 수표 

+ $ 600 PUC 혜택 액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취업 제안을 거부하면 자격이 

박탈되어 더 이상 UI 또는 PUA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U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둔 직원은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UI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규칙 

또는 정책을 위반한 직원은 UI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 서류 미비 노동자는 UI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만약 기존의 전통적인 UI 직업 기록 및 수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UI가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이유로 거부 된 경우 NY UI가 수입을 잘못 계산했거나 관련 작업 기록을 생략했다고 생각되

면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NY UI와 협력하여 요청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기존 UI 자격 규칙을 충족하지 않아도 당신은 PUA 혜택에 자동으로 고려됩니다. 

 

Q. 다른 이유로 UI가 거부되면 어떻게합니까? 

 

고용주가 실업 급여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다른 이유로 

인해 UI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거부 된 경우 별도의 결정 통지서 (Notice of 

Determination)를 받게됩니다. UI 거부 결정에 항소 할 수 있지만 빨리 행동해야합니다! 즉시 항소를 

요청하고 UI에 항소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반드시 UI 거부 통지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UI에 당

신의 항소 요청서가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Q. UI 항소를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법 판사 앞에서 열릴 UI 행정 심판 심리기일 일정이 잡혀질 것입니다. 심리기일 일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Q. UI 행정 심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비상 상황 동안에는 UI 행정 심리가 전화로 개최 될 것으로 예상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심리에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출석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을 수령할 요구

조건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귀하의 UI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하

여 배부할 것입니다. 

 

Q. 행정 심리에서 지면 어떻게됩니까? 

 

만약 심리 후에 행정법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실업 보험 항소위원회에 항소 할 수 있습니

다. 항소위원회는 증거를 검토하고 서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Q. UI 항소위원회에서 제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항소 위원회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뉴욕 주 대법원 제 3 항소부 (Appellate 

Division of the New York State Supreme Court, Third Department)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Q. PUA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PUA를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을 그만 둔 사람, 유급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유급 병가 또는 기타 유급 휴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이 외에 모든 PUA 요구 요건을 갖추더

라도)은 PUA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PUA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아직 PUA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최신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대로 

이 문서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성 전염병 기간 동안 UI, PUA 또는 PUC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Empire Justice Center 1- (800) -724-0490 ext. 5827로 문의하십시오. 

 

주의: 저희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법적 변호를 위한 어떠한 개인 정보도 저희에게 보내시지 

마십시오. 귀하의 사안이 법적 변호의 고려대상이 되었을 때 Empire Justice 변호사들이 알

려드릴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귀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정보가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

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받으신 연락으로는 변호인-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제공된 정보는 오로지 법률 교육 용도이며,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