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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주)에 따른 요율 요청 
고용 일수(주)에 대한 급여 요율을 신청하려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표시된 기준 기간 동안 고용된 각 주의 고용 
증명서 사본과 함께 위의 노동부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반드시 귀하의 가장 최근 금전적 급여 결정 
통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송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 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빙 급여 내역서의 
원본은 되돌려 드리지 않으니 보내지 마십시오. 고용 일수(주) 기준 요율 신청은 모든 재고 요청이 검토되고 기준 기간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처리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 후 3주 이내에 해당 신청 건과 관련하여 저희 측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용주 사업장 한 곳에서 근무했거나 고용주 사업장 두 곳에서 연이어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우 이 서식의 앞면만 
작성하십시오.  같은 일수(주) 동안 고용주 사업장 두 곳에서 근무했다면 먼저 이 서식 뒷면에 있는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해당 정보를 서식 앞면으로 옮기십시오.  기준 기간 동안 근무했던 고용주 사업장이 7곳 이상인 경우, 별도의 종이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이 양식에 첨부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정자체로 명확히 
작성하십시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름: _____________________중간 이니셜: 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__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___ 
사회 보장 번호: XXX – XX - __ __ __ __  
기준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에 발행된 T402, 금전적 혜택 결정에서 이 날짜를 입력하십시오) 

A. 고용주 이름과 주소 B. 급여 기간; 매주, 격주 등  C. 기준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일수(주) 

D. 기준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임금  

1.   $  
2.   $  
3.   $  
4.   $  
5.   $  
6.   $  
7.   $  

E. 기준 기간 동안 근무한 총 일수(주) 및 임금   $  

F. 2부에서 근무한 총 일수(주)(뒷면)    

G. 재계산 공식: 
1. 총 급여를 총 주(E 또는 F 중 작은 쪽)로 나누어 평균 주급을 계산합니다 

…………………………………………………………………………….$ ___________ 
2. 평균 주급을 2로 나누어 주와 임금을 기준으로 제안된 요율을 구합니다. 요율은 $50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___________ 

3. 마지막 T402 금전 수급 확인서 서식에서 현재 수급 요율을 입력합니다 
……………………………………………………………………………………$ ___________ 

4. 2행에서 3행의 값을 뺍니다.  일수(주)와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요율을 받으려면 금액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___________ 

인증:  본인은 제출된 모든 정보와 기록이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보증합니다.  본인은 이 정보가 검증 대상이며 허위 
진술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 
LO 403.5K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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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주)에 따른 요율 요청 
2부 - 기준 기간의 겸직에 관한 기록 

 
SS# XXX – XX - __ __ __ __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준 기간: ___/___/_____ ~ ___/___/_____ 

 
 

일수(주) 
 

 
고용주 

   
 

*                                                     

 
                                                     

 
                                                     

 
                                                     

 
                                                     

 
                                                     

 
                                                     

 
                                                     

기준 기간 동안 직원 수가 7명 이상의 고용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이 서식을 복사하십시오. 
 

지침: 

      1.  * 전체 기준 기간에 대한 모든 주 종료 날짜(일요일)를 열거합니다. 기준 기간 날짜는 T402 – 금전 수급 확인서를 참조하십시오.  
      2.     각 기준 기간 고용주 밑에서 근무한 각 일수(주)에 대해 위의 차트에 체크 표시()를 입력하십시오. 
      3.     각 고용주의 총 일수(주)를 이 서식의 앞면에 각 고용주의 급여와 함께 입력하십시오. 
      4.     위의 차트를 사용하여 체크 표시를 입력한 각 일수(주)를 계산합니다.  해당 일수(주)의 체크 표시가 두 개 이상 있어도 매주 한 번만 계산하십시오.  이것은 기준 
기간의 총 고용 일수(주)입니다.  이 금액을 여기에 입력하고               이 서식 앞면의 "F" 행에 "총 근무 일수(주) 2부"를 입력합니다.  

 
각 고용주 밑에서 근무한 모든 일수(주)에 대한 고용 증명서를 복사하여 동봉하십시오.  원본 문서를 보내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