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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안내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는 저임금 한국 이민 노동자들을 위해 일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법정 대변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경우, 

디렉터 스티븐 최에게 (212)966-5932 (내선 223) 이나 schoi@aaldef.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랫 기획: Rosa J. Cho
팜플랫 디자인: 이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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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Lucius N. Littauer 파운데이션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Information about Unemployment Insurance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심의관은 왜 당신이 실직을 했는지에 관해 

당신과 당신의 전 고용주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 당신과 고용주는 각자의 입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문서 기록

들을 제시하고, 증인들을 내세워 증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당신은 전 고용주와 고용주의 증인들에게 질문 할 기회와 고용주의 

문서 기록들을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요사항: 심의관은 심의통보에 명시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

입니다. 그/그녀는 고용주가 당신에게 제 때 임금을 지급했는지, 

승진시켜 줬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

다. 편지에 있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십시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는 이 심의에서 무료대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후

당신은 2주 후 편지로 판결을 통보 받게 됩니다. 만약 판결에 동의하

지 않으실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항소하는지 알고 싶으시거나 

항소 때 무료대변인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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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를 알아보십시오.

2) 심의 준비

심의에 출석 전, 심의에 대비하시는 것

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

신다면 심의관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 세부사항들을 적어놓으십시오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된 날짜, 수당

을 신청하신 날짜와 일을 한 기간, 그리고 왜 실직을 하셨는지(그

만두셨는지) 잘 기억해 두십시오

• 심의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심의를 주관하는 노동부 방침에 따라 모든 문서를 보관하도록 돼있

으며, 당신이 볼 수 있도록 허락돼야 합니다. 만약 심의 전에 기록

을 볼 수 없었을 경우 심의 당일 일찍 도착해서 기록을 보시기 바랍

니다.

• 도움이 될만한 문서(원본 또는 복사본)를 가져오십시오.

• 심의에, 당신에게 도움이 될 직장동료나 증인들을 데리고 출석

하십시오.

 만약 심의 준비가 덜 되셨다면, 심의에 출석 하셔서 왜 준비가 덜 됐

는지 설명하셔야 합니다. 심의관이 준비할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해 드리거나 심의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3) 심의에 참석

심의는 심의관과 함께 보통 사무실에서 열리며 어느 곳이든 30분에

서 길게는 수 시간동안 진행되기도 합니다.

• 심의는 녹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심의시간 동안 사실만을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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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실업 수당 안내

뉴욕 주는 현재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노동자는 이전에 받던 임금의 절반까
지를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업 수당의 자격 요건
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 자격요건: 

   나는 실업 수당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는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당신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당신의 과실이 아

닌 이유로 실직됐어야 하고, 지금 실직했

지만 일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지난 

1년6개월 사이에 얼마간 일을 했어야 합

니다. 

위 3가지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1.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실직됐어야 합니다.

실직했거나, 해고당했을 경우: 당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실직 
또는 해고당했을 경우, 당신은 실업 수당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 당했다면 :

•충분한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

•고용주가 사업에 실패한 경우 

•고용주나 매니저가 당신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

지 못한다고 생각한 경우
•당신이 몇 번의 지각을 한 경우 

   만약 당신이 고용주가 정한 작업규정을 심각하게 어겼거나, 중대한 
실수를 범했을 경우에는 당신은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1



당신이 정당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당신이 직장을 그만뒀다면 당

신은 실업 수당의 첫번째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취직해 

당신도 이사 하기로 한 경우

•당신이 집에 머물면서 아픈 가족이나 

친척을 돌봐야 할 경우

•작업환경이 위험하거나 건강을 위협해 

직장을 떠난 경우

•당신의 수입으로 당신 자신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해 그

만둔 경우

만약 당신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을 경우 당신은 자

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2. 

당신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나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나,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 

당신이 일하지 않고 있어서 임금수입이 없다면 당신은 실업 수당

청구의 2번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당신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

다고 할지라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

에 이틀만 일 할 경우, 여전히 실업수당의 50% 까지를 받을 수 있습

니다. 

당신은 실직했지만,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당신이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업 수당의 자

격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를 당했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당

신은 실업 수당 혜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당신은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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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직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가 당신을 고용인으로 등록시키지 않고 비 공식적으로 임금을 지불했다

면 노동부로 하여금 당신이 수입이 없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항소하실 경우 당신은 실업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는 당신이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여겨질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상담 및 대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1) 심의요청

항소하려면 심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a.심의요청을 위해서는 편지를 쓰십시오.

편지에는 결과통보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낸 날짜가 명시

돼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회보장번호(SSN)가 기입됐는지도 확

인하십시오

b.그 편지를 복사해 보관해 두십시오.

c.편지를 보내십시오.

편지를 보내실곳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P.O Box 15131

Albany, NY 12212-5131

*중요사항:  노동부에서 결과통보를 한 30일 이내에 편지를 보내

셔야 합니다. 만약 시간 내에 편지를 보내지 못하셨다면, 한인 노

동자 프로젝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이 실직상태 임을 지속적으로 매주 통보하십시오. 만약 당

신이 항소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실직상태 임을 통보한 그 주 동안의 실

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편지를 보낸 2주 뒤쯤, 심의에서 토론 될 문제들과, 심의 날

짜, 시간, 장소가 표기된 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 이 편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1-888-209-8124 실업 수당 핫라인으로 전화하셔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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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언제, 누구에게 연락

을 했는지 메모해 두십시오. 

일자리가 생겼을 때 별다른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당신은 실업 수당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적어서 그 일자리

를 거절한 경우 자격요건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격요건 3. 

지난 1년 6개월동안 일을 했어야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당신이 일을 했고 임금을 받았어야 실업 수당청

구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당신은 충분한 시간동안 일을 했어야 합니다: 

법에 의하면 1년은 모두 4분기로 나뉩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 5분기(대략 1년 6개월) 가운데 2분기 동안 일했다

면, 당신은 실업 수당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일하였고, 그 이후로 일

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2005년 3월에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일하는 동안 충분한 임금을 지급 받았어야 합니다: 

당신은 적어도 일했던 분기 중 한 분기에 최저임금으로 총 $1600을 받

았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임금이 당신이 최고 

임금을 받았던 분기의 임금의 1.5배 이상이 돼야만 실업수당 조건을 갖

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일주일에 $400의 

3

(Driver’s License), 영주권, 그리

고 전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

합니다.

2. 매주 전화로 당신의 실직상태 통보:      

    212-352-2631 (이 번호는 한국어 통 

    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화하실 때 

    영어회화가 가능한 친구 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매주 일요일 전화로 당신이 실직

상태 (또는 파트타임의 고용자)라는 것과, 그 주에 실업수당

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b. 파트타임의 일을 했을 경우 근무한 기간이나 날짜에 대한 정

보를 주십시오.

* 중요사항: 실업 수당이 거부됐더라도 매주 전화하십시오. 

만약 나중에 자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신이 연락

을 취한 그 주 동안에만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주 노동부는 2주 후에 고용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당신이 

얼마를 받았으며, 그리고 얼만큼의 혜택을 받을지를 명시한 확정 

통보서를 당신께 발송합니다. 이 통보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신청 시 문의 사항이나 무료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나 청년학교(718-460-5600)로 연락주십시오. 

IV. 항소절차: 

   만약 실업 수당 혜택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당신이 실업 수당을 거부당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

신의 전 고용주는 당신의 해고이유에 관해 혹은 당신이 해고 당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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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혜택 계산>

$4,800 

1

26
x

 $185 

주당 혜택

최고 분기 총 수당 2002.10 -
2003.12   

2004.1-
2004.3

2004.4-
2004.6

2004.7-
2004.9

2004.10-
2004.12

2005.1-
2005.3

①               ②              ③               ④              ⑤              ⑥   

$0 $0 $0 $0

<자격요건>

$4,800

$3,200

=

예를 들어: 

앞의 예를 다시 볼 경우, 당신이 최고 임금을 받은 분기는 2003년 

4분기로 해당 수당은 $4800입니다. 이 1/26에 해당하는 금액은 

$185 정도로, 일반적인 경우 당신은 일주일에 $185씩 혜택을 받

으실 수 있는 셈입니다.

실업 수당은 26주간, 즉 6개월 간 지속 됩니다.

III. 신청과정: 

   실업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작성해야 할 서류도 없으며, 줄을 서서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어로 실업 수당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전화신청: 1-888-209-8124  (뉴욕 실업 수당)

a. 교환이 연결될 때까지 기다린 후 

–“I speak Korean” (아이 스피크 코리안) 이라고 말씀하십시오.

 

b. 한국인 통역사와 상담하신 후 실업 수당을 신청하십시오.

신청 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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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았다면, 2003년 4분기(10월부터 12월 까지)동안에는 

총 $4800, 그리고 2004년 1분기(1월부터 3월까지)에는 $3200을 

받은 셈입니다. 이 경우 당신이 최고임금을 받은 분기는 2003년 

4분기로, 해당 수당은 $4800입니다. 이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7,200이 당신이 1년 6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인 $8000보다 적기 

때문에 당신은 실업 수당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고 분기인 ①의 수당 $4,800 의 1.5배인 $7,200 ($4,800x1.5)이   
 총 임금  ①+②의 $8,000 보다 적기 때문에 자격 요건 갖춤

자격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은 이처럼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자격획득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신청하십시오.

노동자 법률 프로젝트는 실업 수당 관련 무료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II. 혜택:  

   실업 수당을 통해 얼마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당신의 최고분기 총임금의 1/26에 해당하는 금

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분기의 총임금이 $3,575 이상이었을 경

우 최소한 일주일에 $143 이상 받을 수 있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은 $4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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