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PEUC) 및 연장 혜택(EB)
자주 묻는 질문(FAQ)
2021년 1월 업데이트

질문: 현재 어떤 실업 보험 혜택 연장이 제공되나요?
답변: 현재 다음 두 가지 연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방 CARES 법에 의해 만들어진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
프로그램(PEUC) 및 특정 수준의 높은 실업률에 도달하면 주법에 따라 발효되는 연장 혜택 프로그램(EB).
연방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기존 실업 보험(UI)을 받는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PUA)
혜택을 받는 개인은 PEUC 또는 EB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에는 최대 57주 동안 PU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PEUC)

연장 혜택 프로그램

24주의 추가 혜택 제공

20주의 추가 혜택 제공(2021년 1월 기준 — 뉴욕의
실업률이 하락하면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4월 5일 기준으로 이용 가능

2020년 7월 5일 혜택 주간 기준으로 이용 가능

2021년 3월 14일 혜택 주간 만료 2021년 3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PEUC 청구를 하고 추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청구인은 최대 주 수 또는 2021년 4월 11
일로 끝나는 주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주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 주민들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연방 규정에
따라 연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실업률이
변경됨에 따라 혜택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문: 누가 PEUC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나요?
답변: PEUC의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26주의 정규 UI 혜택을 소진하고 계속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 질문: 누가 EB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나요?
답변: EB의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26주의 기존 실업 보험 혜택과 24주의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PEUC)
혜택(총 50주 혜택)을 모두 소진하고 또한 계속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0 주 혜택을 받기 전에 EB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다음 두 가지 대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 실업 보험 혜택 연도가 만료되고 13주의 PEUC 혜택을 받은 경우, 또는

2. 2020년 12월 프로그램이 연장되기 전에 PEUC의 초기 13주 혜택을 받은 후 EB로 전환한 경우.
현재 고용된 상태인 경우 연장 혜택을 청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으며 그러면 실격 처리됩니다.

질문: PEUC와 EB는 몇 주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나요?
답변: 기존 실업 보험은 26주 동안 지속됩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PEUC는 24주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EB는 뉴욕주의 실업률에 따라 PEUC 혜택 주 외에 추가로 13주 또는 20주의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뉴욕 주민들은 청구 시점과 연방 정부가 뉴욕을 “높은 실업률” 또는 “매우 높은 실업률”
상태로 고려하는지 여부에 따라 총 63주 또는 70주의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뉴욕 주민은 20주의 추가 연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 추가 혜택에서 내 급여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귀하의 주간 급여율은 최근의 수입을 기준으로 기존 실업 보험 혜택에 대해 받은 금액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 계산기로 주간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labor.ny.gov/benefit-rate-calculator/
질문: PEUC 및 EB 지급 이외에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변: 실업 상태인 동안 PEUC 및 EB 자격이 있는 사람은 또한 2020년 4월 5일 ~ 2020년 7월 26일의 혜택 주에
대해 주당 $600, 2020년 1월 3일 ~ 2021년 3월 14일의 혜택 주에 대해 주당 $300의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금(FPUC)
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 팬데믹 실업 보조(PUA) 혜택을 소진했습니다. PEUC 또는 EB에 대한 자격이 있나요?
답변: PEUC와 EB는 PUA가 아닌 기존 실업 보험을 받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연방법에 따라 현재
팬데믹 실업 보조(PUA)를 받고있는 사람은 최대 57주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 연장 혜택은 언제 시작되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7월 5일에 끝나는 주부터 시작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에 액세스하려면 먼저
기존 UI 26주와 PEUC 24주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참고: 2020년 12월에 PEUC가 13주에서 24주로 연장되기 전에
EB를 받기 시작했다면, 추가 PEUC 지급금을 받기 전에 20주의 EB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질문: EB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노동부에서 EB 자격이 있는 청구인에게 안내문이 담긴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EB 자격이 있지만 아직 서신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혜택 연도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전에 받은 혜택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자동 연장 혜택 청구를 시작합니다:
•

www.labor.ny.gov/signin 에서 온라인으로: ”My Online Services(내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에 로그인하고
“Unemployment Services(실업 서비스)” 를 선택한 다음 “Claim Weekly Benefits(주간 혜택 청구)”
를 선택합니다.

•

전화로: 무료 전화 서비스 Tel-Service 이용: 888-581-5812. Tel-Service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TTY/TDD 사용자를 위한 지침(청각 장애인): 800 -662-1220 번으로 교환원에게 전화하여 888-783-1370
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영상 중계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지침: 교환원에게 연락하여 888-783-1370 번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혜택 연도가 만료된 경우 새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청구를 제기하십시오:
•

unemployment.labor.ny.gov 에서 온라인으로: “Login(로그인)” 을 선택한 다음 “File A Claim(청구 제기)”
를 선택합니다. 청구를 완료하려면 전화 청구 센터에 전화해야 합니다.

•

전화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7시 30분까지 1-888-209-8124 번으로 전화 청구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언어 옵션을 선택한 다음 “2”를 눌러 청구를 제기하십시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청구를 완료하기 위해 에이전트와 상담해야 합니다.

•

TTY/TDD 사용자를 위한 지침(청각 장애인): 800 -662-1220 번으로 교환원에게 전화하여 888-783-1370
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영상 중계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지침: 교환원에게 연락하여 888-783-1370 번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질문: 연장에 따른 주간 혜택에 대한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전에 주간 혜택에 대해 인증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PEUC 또는 EB의 추가 주를 인증합니다. 웹에서
혜택을 확인하려면 www.labor.ny.gov/signin으로 이동하거나 전화로 인증하려면 888-581-5812 번으로
Tel-Service에 전화하십시오. 전화 청구 센터 에이전트와 통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EB에 대한 구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직 요건은 기존 실업 보험과 동일합니다(참조: https://labor.ny.gov/ui/claimantinfo/work-search.shtm).
질문: 뉴욕주 노동부에서 승인한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뉴욕주 노동부에서 승인한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EB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구직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5주 이상 교육을 중단한 경우, 취업이 가능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문: 연장에 따른 실업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PEUC 또는 EB와 같은 연장 실업 급여는 일반적으로 일반 실업 보험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계좌 입금 또는
직불 카드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장되는 청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혜택 연도가 만료되어 온라인으로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계좌 입금 또는 직불 카드 중 무엇으로 급여를
수령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전화로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전 청구에 대해 계좌 입금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직불 카드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질문: 온라인 급여 지급 내역이 잔고 아래에 "0"으로 표시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EB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에 혜택을 인증할 때 잔액이 조정될 것입니다. 혜택 연도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실업 보험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혜택 연도가 만료되어 새로운 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이 알려줄 것입니다.
질문: 혜택 연장 마감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2020년 12월 기준으로, PEUC는 이제 2021년 3월 14일까지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이나 총 24주의 자격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2021년 3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PEUC 청구를 하고 추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청구인은 최대 주 수 또는 2021년 4월 11일로
끝나는 주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주까지 계속해서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B 자격은 연방 정부가 정한 주정부
실업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뉴욕주는 EB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 PEUC 및/또는 EB의 추가 연장이 있을 예정입니까?
답변: 연방 정부는 2020년 12월 27일에 PEUC를 연장했습니다. EB는 이 시점에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www.labor.ny.gov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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