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뉴욕 자영업자,

•  독립 계약자(하청업자),

•  앱 기반 기업에서 일했던 뉴욕 시민 (예:  gig workers”),

•  농업 종사자,

•  COVID-19를 진단받았거나, COVID-19 증상이 있어 

진단이 필요한 사람,

•  COVID-19 확진자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  COVID-19 확진자인 가족 구성원 혹은 가족을 도와야 

하는 사람,

•  COVID-19로 인해 학교 혹은 기타 시설에 출석할 수  

없는 아동의 주양육자,

•  강제 격리 혹은 COVID-19로 인해 의료진이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여 직장에 갈 수 없는 사람,

•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직장에 갈 수 없는 신규 

고용을 시작하기로 예정된 사람,

•  세대주가 COVID-19로 인해 사망하여 주 가장이 된 사람,

•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람,

•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직장이 폐쇄된 사람,

•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및

• 정기 혹은 확장 UK 혜택의 자격이 되지 않고 COVID-19

의 영향을 받은 뉴욕 시민. 자격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무엇을 받게 됩니까? 

PUA의 자격이 충족될 경우, 수당율은 귀하의 최근 소득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2020년 7월 26일까지 주당 

$600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DOL(미국 노동부)는 자격 요건에 따라 뉴욕 시민들이 기존 

UI 혹은 PUA를 신청할 수 있도록 최신식으로 업데이트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별도 PUA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  unemployment.labor.ny.gov를 방문합니다.

•  어플리케이션은 UI인지 PUA인지 프로그램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후 프로그램에 따른 질문에 대답하는 

프롬프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DOL은 귀하의 신청을 처리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연락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1-888-209-8124로 전화하십시오.

•  자동 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DOL은 귀하의 신청을 처리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연락을 드립니다. 

PUA를 이미 신청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이미 PUA를 신청하셨다면 아무 행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DOL에서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신청은 했지만 상태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DOL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NY.Gov 계정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수령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중이라고 뜰 경우 필요한 행동은 없습니다. 귀하의 

청구를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연중무휴 일하는 

DOL의 직원은 수천명입니다. 

팬데믹 실업 보조

미국 JobCenter® network의 자랑스러운 파트너 

PUA란 무엇입니까?

팬데믹 실업 보조(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는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보증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의 일환인 신규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PUA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지만 기존의 실업 보험(UI)의 자격이 되지 않는 미국인들을 위한 재정적 보조를 지원합니다.

뉴욕 주 노동부는 기회 균등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요청 하에 보조 도움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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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ny.gov/ui/pdfs/pandemic-unemployment-assistance.pdf
https://unemployment.labor.ny.gov/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