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로 인한 실업보험 수당신청에 관하여 

(Unemployment Insurance Compensation) 
 

2020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난을 불러오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갚아주고 어려워진 경제를 일으킨다는 취지로 지난 3 월 27 일 

Trump 대통령이 CARES (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법을 사인하여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그 법중 실업보험 수당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합니다. 
  

1. 신청할수있는 대상은 누군가?  :  현재 직장에서 임시 휴직 (furlough or 

layoff)를 당하시거나 직장을 잃어 버리신 분들 (termination of employment) 

그리고 근무시간이 줄어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여기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실업보험 수당을 받고계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 당한 경우는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Termination of Employment: 종업원이 잘못이 있어 고용주가 그러한 이유로 

해고 시키는 것 

Furlough or Lay Off: 종업원이 잘못이 없지만, 고용주의 어쩔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해고 시키는 것  
 

� W2 발급을 받는 종업원 

� 1099-MISC Form 을 받는 계약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새로 추가됨) 

� 자영업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새로 추가됨)  
 

Note: 실제로 새로 추가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된다 

안된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해당 주정부의 

노동청 (Employment Commission/Employment Department)에서 

결정할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Note: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2. 어디에 신청하나?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한 장소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직접 사무실로 찾아 가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수도 있으나 Online 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아래의 주소를 참조 하십시오: 

� 버지니아: http://www.vec.virginia.gov/unemployed 

� 메릴랜드: 

https://dbm.maryland.gov/employees/Pages/DisApplyforUnemploym

entBenefits.aspx 

� 워싱턴디씨: 

https://does.dc.gov/sites/default/files/dc/sites/does/publication/atta

chments/How%20to%20File%20UI_v2%5B1%5D.pdf 

 

Note: 사는 곳은 애난데일, 일한는 곳은 워싱턴 디씨일 경우 워싱턴 디씨 

노동청에 (D.C.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신청합니다.   

 

3. 실업수당 혜택은? 주마다 조금 틀리기때문에 해당 주의 웹사이트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메릴랜드 - 최대 26 주, 최대 금액 주 $430 

� 워싱턴 디씨 – 최대 26 주, 최대 금액 주 $425 

� 버지니아 - 최대 26 주, 최대 금액 주 $378  
 

Note: CARES 법에 의해 위의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3 주 

연장되어 총 39 주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얼마나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 

본인의 실제 급여의 40%~50%에서 책정이 되며 주마다 기준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주마다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 10 만불 기준으로 Lay 

off 당했다 할지라도 그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주가 제공하는 

최대금액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5. 연방정부 혜택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CARES 법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주정부로부터 받는 실업보험수당이외에 주당 

$600 을 2020 년 7 월 31 일까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일단 해당 주 에 실여급여를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실행 됩니다. 

다만 주정부에서 처음에 주는 실업보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CARES 법에 의한 연방정부 혜택 (주당 $600)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6. Online Form 에 어떠한 내용을 기입하나요?  

W2 를 받는 경우, 본인의 SSN 에 의하여 급여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본인 EIN Number 또는 SSN 기준으로 

소득정보가 들어가 있을수 있으나, 없다면 본인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Temporary (임시휴직  or Permanent Lay Off (해고 를 물어 보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입하십시요. Returning Date (다시 복귀할 날짜 를 

물어본다면, 현재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Unknown 으로 하셔도 

됩니다.  
 

Note: 인터넷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어려워 하지 마시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또는 아는 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며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정보를 받으신 분이 이 정보를 쓰는데 있어서 따르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위의 정보에 의거하여 어떤 행위를 하셔도 

변호사와 손님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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