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8일부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NYS DOL이 시간제 근로가 실업 수당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뉴욕의 부분 실업 
제도는 실업 및 팬데믹 수당을 징수하는 동시에 시간제로 근무할 기회가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질문: 부분 실업에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까? 

답변: NYS DOL의 새로운 부분 실업 제도는 "시간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청구인은 30시간 
이하 근무하고 자영업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가 $504 이하인 경우 해당 주 기간에 대한 전체 실업 수당을 삭감 받지 
않고 주당 최대 7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으로 청구인의 수당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날마다 감소되지 
않고 주간 총 근로 시간에 따라 증분 단위로 감소됩니다.

비교를 위해, 부분 UI에 대한 NYS DOL의 이전 제도는 종일 단위로 시간제 근로를 계산했습니다. 이 접근법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한 청구인은 각 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관계 없이 근무한 날에 대한 주급의 25%를 삭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시간 교대근무 중에 단 $45만 벌었던 청구인은 주급의 1/4을 삭감 받을 것입니다.

질문: 제 주간 인증에서 변경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 제도의 변경은 청구인이 매주 근무하는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수정합니다. 청구인은 아래 차트를 
참조하여 주간 근무 시간이 어떻게 신고할 일수로 변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주 4시간 
이하로 근무할 경우, 인증 시 0일 근무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30시간 근무한 청구인은 3일 근무를 신고합니다.

또 다른 변경 사항은 청구인이 매일 최대 10시간까지만 근무 일수를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 UI에 신고할 일수 UI 감소율(%)

0 - 4 0일 0
5 - 10 1일  25%
11 - 20 2일 50%
21 - 30 3일 75%

31+ 4일 100%
근무 시간을 합산할 때, 시간은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최신 소식: 
수정된 최신 부분 실업 FAQ 



질문: 주간 인증에서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청구인은 여전히 온라인 또는 자동 전화 시스템을 통해 수당에 대한 주간 청구를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 시 
시스템은 여전히 근무 일수를 묻게 됩니다. 청구인은 아래 차트를 참조하여 주간 근무 시간이 어떻게 신고할 일수로 
변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들이 청구하는 주 동안 벌어 들인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당 총 급여가 $504 이상(자영업 
소득 제외)인 청구인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실업 수당 또는 팬데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답변: 한 주의 총 시간을 계산할 때 청구인은 하루에 최대 10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UI에 신고할 근무 일수를 
확인하려면, 청구인은 매일 근무한 모든 시간을 합산하고(청구인이 1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10시간)  
이 차트를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총 8시간 근무하는 청구인은 하루의 근로를 신고해야 하고, 주당 총 13시간 일하는 청구인은 하루 
이상 근무한 경우 이틀 근로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에 13시간의 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인은 최대 10시간 
규칙으로 인해 하루치 고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이 공식은 $504 총 주급 규칙에 어떤 변동도 주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여전히 해당 주의 총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을 제외한 주간 총 급여(세금 및 공제 전 벌어 들인 금액)에서 $504 이상 받는 청구인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실업 수당 또는 팬데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부분 실업에 대한 이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답변: 2021년 1월 24일 일요일부로, 뉴욕 주민들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부터 2021년 1월 24일 일요일까지 혜택 
주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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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분 실업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이 있습니까? 

답변: 예, 청구인이 주간 총 급여에서 $504 이상, 즉 자영업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 및 공제 전에 벌어 들인 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얼마나 적게 근무했든 상관없이 그 주에 대한 실업 수당 또는 팬데믹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이 변경은 팬데믹 실업 지원(PUA) 수당에 대한 주간 인증에도 적용됩니까? 

답변: 예. PUA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청구인은 새로운 계산법을 사용하여 근무 일수를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 UI 
수당(또는 연장 수당)과 달리, PUA 청구인은 연방 요구 사항에 따라 $504 이상의 자영업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주당 4시간씩 4일 동안 근무할 경우에도, 여전히 0일을 근무했다고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예, NYS DOL의 새로운 부분 실업 제도에 따라 청구인이 3시간 동안 근무한 총 임금(자영업 소득 제외)에 
대해 $504를 초과하지 않는 한, 총 근무일 수에 관계없이 주당 4시간의 근로는 인증 목적으로 1일 미만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 시간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이 변경이 수당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답변: 부분 실업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NYS DOL의 변경은 주당 0시간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부분 실업에 대한 이 변경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시간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답변: 부분 실업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NYS DOL의 변경은 뉴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업 일수(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저는 일자리 공유 가입자입니다. 이 변경이 제 수당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답변: 일자리 공유 프로그램에 등록된 청구인에 대한 부분 실업 수당은 다르게 산출됩니다. 일자리 공유 혜택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질문: 인증하는 동안 잘못된 근무 시간을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 청구인이 새로운 공식을 사용하는 대신 2021년 1월 18일 이후부터 몇 주 동안 근무한 일수를 잘못 신고한 경우, 
NYS DOL에 알려야 청구인이 누리게 될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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