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년 지속적인 실업자 지원법 FAQ
새로운 COVID-19 구호 패키지를 통해 어떤 혜택 연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새로운 COVID-19 구호 패키지에 따라, 팬데믹 실업 보조(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및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을 포함한 연방 실업 혜택이 2021년 3월 14일까지 11주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혜택을 받으려면 청구인은 매주 계속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UI 혜택 연도가 끝나거나(참고: PUA 청구인은 혜택
연도 종료일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음) 새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재신청하거나 DOL에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labor.ny.gov/signin에 접속하거나 또는 저희 자동 전화 시스템을 이용하시고,
실업 보험(UI) 청구는 1-888-581-5812번으로, PUA 청구는 1-833-324-036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PUA 혜택은 몇 주 동안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PUA는 이제 2021년 3월 14일까지 또는 혜택 기간의 총 57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단계적 폐지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PUA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1년 3월 14일부로 57주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57주를 다 사용했거나 2021년 4월 11일이 끝나는 주에 도달할 때까지 중 빠른 날짜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지속적인 PUA 자격에 대한 추가 서류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제출합니까
연방법에 따르면 2021년 1월 31일 이후에 신청하는 신규 PUA 청구인은 신청서 제출 후 21일 이내에 고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PUA를 신청한 뉴욕 주민은 PUA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2021년 3월 27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한 US DOL의 추가 세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연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분들께는 추가 세부 정보를 가지고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PUA를 수혜자는 누구나 실업에 대한 COVID-19 관련 사유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주간 증명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PEUC는
는 현재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원래 PEUC는 개인이 26주의 주정부 실업 보험 혜택을 모두 사용하고 2020년 12월 27일에 만료된 후 13주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2021년 3월 14일까지 연장되었고, 총 24주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단계적 폐지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21년 3월 14일부로 PEUC 혜택을 받고 있고 24주 혜택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4주를 다 사용했거나 2021년 4월 11일이 끝나는 주에 도달할 때까지 중 빠른 날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혜택(EB)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제 다시 PEUC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현재 EB를 받는 청구인은 EB 혜택이 소진될 때까지 PEUC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B 프로그램에서 20주 동안의 모든
혜택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실직 중인지 계속 인증을 받으면, 귀하의 자격은 수혜 자격이 되는 PEUC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2020년 12월부터 EB는 현재 20주간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만 뉴욕 실업률이 감소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장 프로그램 PEUC 및 EB를
를 통한 혜택을 포함해 적격 PUA 또는 UI 혜택을 이미 소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이 11주 연장 전에 이용할 수 있는 PUA 또는 UI 혜택(PEUC 및 EB 포함)을 소진했고 여전히 실업 상태인 청구인은 매주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야 PUA 또는 PEUC 혜택을 다시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인증 과정에서 당사자는 "청구 중단"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격 혜택을 받기로 마지막 인증을 받은 이후 복직 여부를 답변하십시오.
참고:
1.

UI 혜택 연도(혜택을 처음 받은 때부터 시작되는 52주 기간)가 종료된 경우에는 혜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unemployment.labor.ny.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2. PUA 수혜 연도가 종료된 경우 계속 인증해야 합니다. PUA 청구인은 혜택 연도가 끝났을 때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PUA 또는 UI 혜택(PEUC 및 EB 포함)을 이미 소진한 경우, 연방법에 따라 2021년 1월 3일부로 끝나는 주 동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혜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COVID-19 구호 패키지를 통해 추가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FPUC)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급금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시작합니까
예 - FPUC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1월 3일에 끝나는 주부터 실업 혜택을 받는 뉴욕 주민들은 매주 $300의 추가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이 지급금은 2021년 3월 14일로 끝나는 주까지 11주 동안 지속됩니다.
FPUC 혜택을 받으려면, 청구인이 주 실업 보험, 공동 작업 혜택, PUA, PEUC 또는 EB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2021년 1월 3일이 있는 주에 FPUC 혜택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혜택은 연방법에 따라 첫 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FPUC 혜택은 2020년
년 7월
월 27일부터
일부터 2021년
년 1월
월 2일까지
일까지 혜택 주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방법에 따라 FPUC 혜택은 해당 주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2021년 1월 3일로 끝나는 주부터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 연장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11주의 추가 혜택을 소진한 후에도 여전히 실업 상태인 경우 매주 증명서를 계속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이후에 연장되거나 연방 정부가 새로운 혜택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DOL이 소급 혜택을 더 빨리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연방 정부가 적격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수립할 때까지 귀하는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COVID-19 구제 패키지가 진행 중인 손실된 임금 보조(Lost
보조
Wages Assistance) 지급에 영향을
끼칩니까?
끼칩니까
새로운 COVID-19 구제 패키지로 인하여 2020년 12월 27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모든 청구에 대한 손실된 임금 보조(Lost
Wages Assistance, LWA) 프로그램은 끝납니다. 해당 청구 판결을 받는 적격한 뉴욕 주민들은 여전히 소급된 LWA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LWA 프로그램은 실업 상태였고 2020년 8월 2일부터 2020년 9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혜택을 받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300의 향상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COVID-19 구호 패키지는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였던 뉴욕 주민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지만 UI 적격 고용에 대해 이러한 임금을 보조해 줍니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부양 패키지에는 자영업 소득으로 연간 $5,000 이상 벌었지만 UI 혜택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PU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개인에게 주당 $100의 추가 연방 혜택을 드리는 혼합 소득 실업 보상(Mixed Earner
Unemployment Compensation, MEUC)이라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00의 주간 지급금은 귀하의 UI 혜택과
$300의 주간 FPUC 지급금에 추가됩니다.
뉴욕주는 현재 패키지의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US DOL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CD3K (02/21)

뉴욕주 노동부는 기회균등주의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요청 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