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Office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Department of Unemployment Assistance

실업급여 청구자들을
위한 급여 및 취업
서비스 안내서

www.mass.gov/dua

장관 메시지
실업보험 (UI) 은 근로자 본인 잘못 없이 실직한 근로자들을 위한 임시 소득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도움을
줍니다. UI 급여를 위한 자금은 고용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됩니다. 근로자들은 UI
급여의 비용 중 어느 부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책자에는 UI 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UI Online 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간 급여를 신청하고 요청하는 시기와 방법 등, 그 급여를
받고 유지하기 위해 귀하가 취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 안내서는
수급 자격 요건과 UI 급여를 받는 동안의 책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웹사이트 www.mass.gov/dua 를
방문하시거나 실업지원부의 TeleClaim Center에 617-626-6800 번 또는 지역
코드가 351, 413, 508, 774, 978 인 지역에서는 877-626-6800 번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Richard Jeffers, 장관
Massachusetts Department of Unemployment Assistance
(매사추세츠 실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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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Office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Department of Unemployment Assistance

요청하시면 다국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요청하시면 보조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용 중계기 서비스는 711 로 전화하십시오.
실업지원부는 기회 균등의 직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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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 보험에 대해
실업 보험이란 무엇인가 ?
실업보험(UI)은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태세가 되어 있으며,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 근로자들에게 임시적 현금 급여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 노동부 (US DOL) 가 감독하지만, 각 주는 저마다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UI 프로그램은 거의 전적으로 고용주가 적립하는 기금에 의거해
지급됩니다. 직원들은 UI 급여의 비용 중 어느 부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실업보험 (UI) 프로그램이 서게 된 주요한 첫 걸음은 1935 년
사회보장법 조항이었습니다. UI 제도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게 일자리를 잃은 후 재정적 곤란을 겪는 실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실업지원부 (DUA) 는 매사추세츠에서 UI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년간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어 왔는데,
금전상 적격성 수정, 급여 주를 추가로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의 제정,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상의 업그레이드 등이 그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 근로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UI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의 DUA 의 역할
매사추세츠 주에서 UI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주 정부 기관으로서, DUA는
고용주가 UI 프로그램에 얼마를 출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고용주의
UI프로그램 출연금을 모금하여, 급여 신청을 처리합니다.

2. UI 자격 요건
UI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상태여야 하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실직한 사유와 일할 때 받았던 임금과
관련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기준들에 포함되는 것들:
√ 실직이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귀하가 UI 급여를 신청하는 분기 전의 네 분기 동안 적어도 $4,300 를
벌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기본 기간"으로 칭합니다.
√ 귀하가 벌었던 임금이 주간 단위로 받을 자격이 되는 UI 급여 금액의 적어도
30 배는 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기본 기간에 충분한 임금을 벌지 못했던 경우, 가장 최근에 완료된 세
분기에, 마지막으로 완료된 분기와 청구의 발효일 사이의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벌었던 임금을 이용하여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 기본
기간" 으로 칭합니다. 이것은 보통 귀하가 청구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던 주의
일요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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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체 기본 기간을 이용할 자격이 됩니다.
1) 기본 기간의 임금이 충분하지 않음 (적어도 $4,300), 또는
2) 대체 기본 기간을 적용할 경우 주간 급여를 적어도 10% 는 더
받는 결과가 됨.

UI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매사추세츠 UI 프로그램은 다양한 취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UI 법에 따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매사추세츠에서 UI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교회 및 특정 종교 조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

비영리 또는 공공 교육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

학생/직원이 강좌에 출석하는 학교나 대학에 의해 제공되는 학생 재정 보조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고용 시에 실업 보험이
제공되지 않음을 통보 받은 조건에서 학생의 배우자를 위한 유사 취업

√

주에서 면허를 받아 커미션으로만 수입을 얻는 부동산 중개인 또는 영업
사원

√

커미션으로만 수입을 얻는 보험 대리인 또는 보험 모집인 (산업 생명 보험
대리인 제외)

√

LLC 또는 LLP 의 단독 구성원을 포함하여, 단독 사업자 및 파트너쉽의
구성원
√ 자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18세 미만의 대다수 아동
√ 자신의 딸, 아들 또는 배우자를 위해 일하는 대다수 개인들

√

독립 계약자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 근로자의 적격성은 DUA 가 판정함)

√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일하는 자영업자

√

선출직 공무원,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구성원, 재난 기간 동안 고용된 비상
직원, 보호시설 또는 교도시설의 수용자,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또는
항공방위군의 구성원 등과 같은 주 및 지방 정부의 특정 직원

√

정책 결정 및 고문 직위에 있는 정부 관리

주: 미국, 미국의 영토 또는 캐나다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급여금을 신청해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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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 보험 청구의 제기
언제 UI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까?
현업에서 퇴직되었거나, 근로 시간이 줄었다면, 완전 실업
또는 부분 실업 상태의 첫 주에 UI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청구는 청구가
제기된 그 주의 일요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날짜를 “청구 발효 일자” 라고
합니다. 한 주 넘게 기다려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청구의 시작이 지연될
것이며 청구를 제기하는 주의 전에 발생했던 실업 상태의 주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청구를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귀하가 급여를 신청할 때, DUA 는 귀하의 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고용주들에게
귀하의 과거 임금과 퇴직 사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냅니다. 각
고용주는 10 일 기한으로 회답합니다. 고용주가 10 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DUA 는 귀하께 또는 고용주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누락된 임금 정보를
요청합니다. 귀하가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일자리의 부족이 아닌
다른 것인 경우, 귀하와 고용주 모두 귀하의 퇴직 또는 근무 스케줄 변경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 받을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 정보가 작성되고 나면, DUA 는 귀하의 UI 급여가 얼마나 될 것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UI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될 것인지를 계산합니다.
일단 급여를 신청하였으면, 실직되어 있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 있는 동안 매주
급여를 계속 요청해야만 합니다. 귀하가 자격이 되는 경우, 매사추세츠 법률에
의해 미지급 대기 기간으로 치는 한 주는 제외하고, 귀하가 이전에 청구했던
주들에 대한 지급금을 받으실 것입니다. 대기 기간은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됩니다. 청구가 처리되는 동안 급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주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 문제가 없으면,
DUA 는 3주 내지 4주 뒤에 귀하의 첫 급여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급여 청구 방법은?


청구서를 제출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www.mass.gov/dua 에서
UI Online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UI Online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경우, 현지 도서관 또는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무료의 공중 컴퓨터를 이용하십시오.



청구서를 전화로 제출하시려면, www.mass.gov/dua에서 회신 전화를
받는 일정을 잡음으로써 오래 기다리는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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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laim Center에 전화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o
o

지역 코드 617 및 781에서는 (617) 626-68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지역 코드 351, 413, 508, 774 및 978에서는 (877) 62668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TeleClaim Center 업무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청각 장애인 중계 서비스를 원하시면, 7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요청 시 TeleClaim Center를 통해 언어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 도움을 받으시려면, 아래 주소에 소재한 UI Boston 방문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The Hurley Building
19 Staniford Street
Boston, MA 02114
이 방문 센터의 업무 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전화로 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래 기재된 스케줄에 따라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의 끝자리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

TeleClaim 에 전화하기로
지정된 요일:

0, 1

월요일

2, 3

화요일

4, 5, 6

수요일

7, 8, 9

목요일

모든 끝자리 수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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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Online 계정 만들기
처음으로 UI Online에서 급여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SSN)를 입력하십시오.



암호를 만드십시오. 암호는 최소한 8개 문자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o

최소한 1개의 숫자

o

최소한 1개의 대문자

o

최소한 1개의 소문자

o

최소한 1개의 특수 문자 (i.e. &!@#*)



보안 질문과 답변을 선택하십시오.



화면에 나온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여 IRS 조건을 승낙하십시오.

암호와 보안 질문과 답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SN 및 암호를 사용하여
UI Online에 매주 접속하여 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십시오.
암호를 잊은 경우에는,“Forgot Password(암호 잊음)”을 클릭하고, 새 암호를
선택하여 암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청구하는 데 필요하게 될 정보
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회보장번호

√

생년월일 (월, 일, 년)

√

집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있는 경우)

√

지난 12 개월 동안 매사추세즈 주에서 UI 청구를 제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주에서 했는지에 대하 정보

√

지난 15 개월 동안 일했던 모든 직장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각 직장에서
일한 날 수. 청구를 재개하는 경우라면, 청구가 마지막으로 살아 있었던
이래 귀하가 했었던 취업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

군대 전역 증명서 – 서식 DD-214, 멤버 4. 그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www.dd214.us 에서 온라인으로 DD-21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8 개월 이내에 연방 정부에 의해 고용되었었다면, 퇴직시 정부
직장에 의해 제공된 SF-8 및/또는 SF-50 서식

√

왜 더 이상 일하지 않는지 또는 왜 일하는 시간이 줄었는지에 대한 사유

√

고용되어 있던 마지막 날

√

피부양자로 청구할 계획인 피부양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

외국인 등록 번호 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었고, 현재 새
일자리를 시작할 자격이 된다는 확인서. 더 상세히 알아 보시려면,
www.mass.gov/dua/save 을 방문하십시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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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계좌 번호, 그리고 거래 은행의 은행간 송금 코드 번호 (급여 지급을
계좌 입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

아동을 피부양자로 청구하기
본인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DUA 는 주간 급여의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양가족 수당 (Dependency Allowance: DA)
이라고 합니다. 이 수당 하에서는 본인의 주간 UI 급여 금액의 50% 를 넘지 않게
각 피부양 자녀에 대해 주당 $25 씩 증액하는 것에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을 피부양자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

그 아동의 친부모, 의부모,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합니다.

√

아동이 UI 청구 발효일 현재 18 세 미만이거나, 18 세 이상이면서 영구적
정신 또는 육체 장애 때문에 임금을 벌 수 없어야 하거나, 18 세부터 24 세
사이면서 교육 기관의 전업 학생이어야 합니다.

√

아동이 미국 또는 미국의 속령 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

현재, 그리고 급여를 신청하기 전 15 개월 동안 본인이 전적인 또는 주된
후원자여야 하거나, 그 아동의 후원에 기여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다른 청구자가 동일한 UI 급여 주간 동안 이 피부양자로 인한 부양가족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매사추세츠 밖에서 급여를 신청하기
매사추세츠에서 일했는데 다른 주로 이사를 하신 경우, UI 법에 따라 그래도
급여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청구는 주 사이 청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사이 청구는 마치 여전히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매사추세츠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 사이 UI 청구는 UI Online 또는 TeleClaim
Center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밖에 있을 시의 권고
연방법은 매사추세츠주가 미국, 푸에르토리코, 미국 버진 아일랜드 및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 청구를 승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귀하가 미국, 미국 자치령,
또는 캐나다 밖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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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계정과 급여를 관리하는 방법
귀하가 청구자로서 DUA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UI Online 과, 저희 자동응답 전화 시스템, 그리고 귀하의 대리인이 귀하가
귀하의 계정과 급여를 관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활동

UI
Online

자동응답
전화 시스템

실황
TeleClaim
담당자

새 청구의 제기

√

기존 청구의 재개

√

√

주간 급여 요청

√

√

계정 잔액 및 청구 상태 확인

√

√

√

직전 지급액 및 날짜 확인

√

√

√

설정/변경/취소 지급 방법
(계좌 입금 또는 직불 카드)

√

√

세금 원천징수 선택

√

√

주소 변경

√

√

재심청구 제기
(우편으로도 제기 가능)

√

전자적으로 UI 서류 셋업, 보기
및 응답

√

1099G 서식 요청

√

부양가족 자녀 추가

√

UI Online 암호 변경

√

TeleCert PIN 변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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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와 연락하는 방법
DUA 가 보내는 대다수의 문서들은 회답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통신문을 유심히
검토하셔서 기한이 있는 통신문에는 즉시 회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UI 급여가 지연되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문서를 DUA에 전자 통신 또는 미국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

미국 우편

문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합니다(PDF
포맷)..

www.mass.gov/dua 에서 귀하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합니다.

www.mass.gov/dua 에서 귀하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합니다.

귀하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View
and Maintain Account
Information(계정 정보 보기 및
유지)로 이동합니다.

귀하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go to View
and Maintain Account Information(계정
정보 보기 및 유지)로 이동합니다.

Monetary and Issue Summary(금전 및
사안 요약)을 클릭합니다.

귀하가 제공하고자 하는 문서에 적용되는
계류 중인 이슈를 클릭합니다(한 가지
이상의 계류 중인 이슈가 있는 경우).

응답할 이슈에 해당하는 이슈 번호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십시오.

Upload(업로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스캔 표지를 생성하는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Browse(둘러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문서
출처를 선택합니다. 귀하의 파일명을 2 번
클릭하고 문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Submit(제출)을 클릭하고 반드시 팝업 차단기를 꺼둡니다.

출처를 선택하고 수신 날짜를 추가하며
Upload(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스캔 표지를 인쇄하고 문서와 함께
DUA 로 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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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가 귀하와 연락하는 방법
DUA 가 귀하의 UI 청구와 관련하여 귀하와 연락을 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하는 전자 통신 (이메일)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우편을 통해
통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는 UI 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새 소식이나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방송 방식의 전화 메시지로 귀하께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

설명

전자 통신은 처리와 지급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메일

귀하는 언제든지 UI Online 에서 개인 정보를 갱신하거나 TeleClaim
Center 에 전화함으로써 모든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받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 통신을 하기로 선택하면 귀하의 UI Online 계정에
새 통지문이 게재될 때 이메일로 통보될 것입니다. 그 이메일은
귀하께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하여 통지문을 보라는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선택사항을 변경하려면, UI Online 에 로그인하여, “View
and Maintain (보기 및 관리)” 를 선택한 다음,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정보)” 아래에서 귀하의 선택사항을
“Electronic (전자)” 또는 Mail(우편)으로 변경하십시오.
주: 전자 통신은 영어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

귀하는 전자 통신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일반 우편을 통해
통지문을 받을 것입니다.

전화

청구에 관한 특정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귀하는 전화로 연락받으실
것입니다.

온라인

저희 웹사이트와 UI Online 에 정기적으로 들어와 새롭게 바뀐 것이
없나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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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I 급여에 대해
이 절에서는 급여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

수령 자격이 되는 UI 급여의 금액 계산하기

√

UI 급여 수령하기

√

주간 UI 급여 요청하기

수령 자격이 되는 UI 급여의 금액 계산하기
각 청구자는 저마다 다른 금액의 급여를 받도록 정해집니다. 매주 수령할 자격이
되는 급여의 금액을 주간 급여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간 급여 금액은 본인의
기본 기간 동안 받았던 주간 평균 임금의 50% 로 계산됩니다. 이 개념은 이
절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주간 급여 금액은 법에 의해 허용된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는데, 그 최대치는 현재 주당 $769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받을 급여 금액 계산하기
주간 급여 금액을 아래의 단계들을 이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직장 근무를 했던 지난 네 분기의 총 임금을 나열합니다.
예: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7,800

$7,800

$8,840

$10,000

단계 2: 임금이 가장 높았던 두 분기를 추가하십시오. 예: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7,800

$7,800

$8,840

$10,000

가장 많이 받았던 두 분기
이 예에서, 분기 3과 분기 4가 가장 많이 받았던 분기들입니다:
$8,840 + $10,000 = $18,840
주: 2 분기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은 분기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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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하에서 받을 급여 총액 계산하기
주간 급여 금액을 아래의 단계들을 이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3: 가장 높은 금액의 두 분기의 합계 금액을 26(합쳐진 두 분기의
총 주 수)으로 나눕니다.
$18,840 = $724.61
26
이 예에서는 $724.61이 귀하의 평균 주간 임금이 됩니다.
주: 두 분기 이하를 일한 경우, 가장 많이 받았던 분기를 13 주로 나누어 주간
평균 임금으로 결정합니다.
단계 4: 단계 3에서 구한 주간 임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주간 급여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4.61 = $362.30, 근사치 달러 단위로 반내림 = $362
2
$362가 귀하의 주간 급여 금액입니다.
평균 주간 임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주간 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650

$325

$984

$492

$2,000

$769

$3,000

$769

UI 하에서 받을 급여의 총액 계산하기
본인의 급여 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총액을 최대 급여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최대 급여 금액은 주간 급여 금액의 30 배 혹은 기본 기간의 총 임금의
36% 중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다음의 예에서 최대 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 주간 급여 금액이 $362 인 경우, 이 수를 30으로 곱합니다
$362.30 x 30 = $10,860
시나리오 B: 기본 기간 총 임금의 36%
$7,800 + $7,800 + $8,840 + 10,000 = $34,400 (총 임금)
$34,440 x 0.36 = $12,398
$10,860이 $12,398 보다 더 적으므로, 귀하의 최대 급여 금액은 $10,860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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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주수는 최대 급여 금액을 주간 급여 금액으로
나눔으로써 계산됩니다. 청구인이 급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주수는 30
입니다(연장 급여금 및 낮은 실업의 기간 동안에는 26 주가 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들은 30 주 미만의 보장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예: 최대 급여 금액이 $10,860 이고 주간 급여 금액은 $362 임.
$10,860 = 30 주
$362
이 예에서, 귀하는 30 주 동안 $362 씩 받을 자격이 될 것입니다.
예: 최대 급여 금액이 $8,688 이고 주간
급여 금액은 $362 임.
$8,688 = 24 주
$362
이 예에서, 귀하는 24 주 동안 $362씩 받을 자격이 될 것입니다.
아동 지원금 원천징수
법에 의해 DUA 가 아동 지원 집행 기관 (CSE) 로부터 원천징수 명령을 받았을 때
사회보장법의 타이틀 IV 파트 D 의 시행으로 부과된 아동 지원금이 UI 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연방 및 주 소득세 원천징수
UI 급여는 과세됩니다. UI Online 의 세금 원천징수 절을 작성하거나, TeleCert
또는 TeleClaim Center 에 전화하여 주간 급여 지급금에서 연방 및/또는 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분기별로 추정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UA 는 귀하가 UI 급여를 지급 받은
해가 지나고 1 월 31 일까지 1099-G 서식을 귀하께 보낼 것입니다.

UI 급여 수령하기
자격이 되는 경우, 급여를 신청한
후 대략 3 내지 4 주 안에 수표의
형태로 UI 급여 지급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다른 지급금은
계좌 입금이나 직불 카드로 지급될
것입니다.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9 자리
계정 번호
수표 번호
않으면 자동으로 직불 카드를 받게
라우팅
(1~17 자리)
(포함하지 않음)
번호
됩니다.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TeleCert 에 전화하여 언제든지 계좌 입금 또는 직불 카드로 UI
급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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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귀하는 배부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귀하에게 교부된 UI 급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귀하가 종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거나 직불 카드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경우, 종이 수표의 자금 및/또는 비활성 직불 카드에 예치된 미사용
자금은 UI 신탁 기금에 도로 입금될 것입니다.
계좌 입금 정보를 설정, 취소, 또는 변경하는 방법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TeleCert에 전화하여 계좌 입금을 설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거래하는 금융
기관의 9자리 송금 번호와 은행 계좌 번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실
것입니다. 수표 번호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위의 표본 수표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UI 급여가 저축 계좌로 입금되기를 원하시면, 거래 금융 기관에
연락하여 송금 번호와 계좌 번호를 알아보십시오.
계좌 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계좌 입금을 신청하는 날과 UI 급여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거래 은행으로 송금될 수 있는 날 사이에 9 업무일간의 계좌 확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귀하의 계좌 정보와 거래 금융 기관의 송금/이체 번호를
확인하는 데 소요됩니다.

지급 받는 옵션 이해하기
계좌 입금

DUA 직불 MasterCard®

계좌 입금을 선택하면 UI 급여가
당좌 계좌 또는 저축 계좌로
전자적으로 입금됩니다.

UI 급여를 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선택하지
않으면, DUA 직불 MasterCard 를 통하여
급여가 나올 것입니다.

계좌 입금은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귀하는 이미 이 선불 MasterCard 직불
카드에 적격합니다—신용 체크나 은행
계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UI 급여가
지급될 때 지급금이 자동적으로 카드에
직불됩니다.

DUA Debit Card 이용하기
DUA Debit Card 로, 카드의 돈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고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ATM 이나 MasterCard
로고가 표시된 은행에서든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Bank of
America 또는 Allpoint 네트워크 ATM
에서든 무료로 직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ank of America
또는 Allpoint 네트워크 ATM 이 아닌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MasterCard 를 받아주는 곳에서 DUA

MasterCard는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선불 직불 카드는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의 라이선스 하에서 Bank of
America, N.A.가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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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it Card 를 사용하여 구매를 할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직불 카드 또는 DUA Debit Card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https://www.mass.gov/service-details/multilingual-debit-card-information 을
방문하거나 1-855-898-7292로 전화하십시오.
급여 자격 다시 갖추기
UI 급여가 퇴직에 귀하가 관여된 상황 때문에 거부된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자격을 다시 갖출 수 있습니다:
√ 새로 취업하여 적어도 8 주간 일하고, 귀하의 주간 급여 금액의 8 배 이상에
상당하는 총 임금을 법니다.
√ 마지막 청구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UI 급여금 청구를 신청하십시오. 급여
년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현행 청구를 재개해야 합니다.
대기 주
매사추세츠 주 법에 따라 UI 급여를 신청한 후 1주의 미지급 대기 기간에
견습생으로 일해야 합니다. 대기 주는 귀하가 UI 급여를 요청하고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첫 주입니다. 비록 단 한 주 동안만 실직되어 있더라도, 그
주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여 귀하의 급여 년도의 대기 주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급여 년도 동안에 청구가 정지 상태이고 그 청구를 여러 번 되살리기를
하더라도 급여 년도 동안에는 1주의 대기 기간만 견습생으로 일합니다.

주간 UI 급여 요청하기
급여를 신청하고 난 후, 매주 급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시간에 맞춰 급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주에 대한 급여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간 급여를 요청하는 편리한 옵션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www.mass.gov/dua 에 방문하여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 합니다. 이것은
주중 어느 날이나 오전 6:00에서 오후 10:00 사이에 하실 수 있습니다.
√ DUA TeleCert에 1-617-626-6338 번으로 전화합니다. 이것은 주중 어느
날이나 오전 6:00 에서 오후 10:00 사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청구서를 제출하면, 부분 실직이거나 완전 실직 상태인 각각의 주에 대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전 주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의 첫
날입니다. 급여를 신청할 주로부터 21일 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한 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주 연속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TeleCert나
TeleClaim Center에 전화하여 청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UI Online은 가장
최근의 2 주에 대한 급여 신청을 수리합니다. 가장 최근의 2 주가 아닌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TeleClaim Center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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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요청할 때는 일할 당시의 총 임금(세전 총 임금이 적용됨)과 그 주 동안
귀하께 지급될 모든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 귀하가 지급 받지 못했더라도, 벌어들였던 해당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 의 모든 임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영업 임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순임금을 신고하십시오(업무 경비를
공제한 후의 총 임금).
사회보장 연금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되어야
하고 UI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 소득의 종류에는 퇴직금, 휴가비, 연금,
회사 보상지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유의: DUA 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되지 않은 임금과 소득을
탐지합니다. 소득과 고용을 진실되게 신고하지 않게 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UI Online 을 사용한다면, 급여 신청이 완료되었을 때 확인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TeleCert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급여 신청이 완료되었을 때 확인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을 빠져나가기 전에 꼭 확인 메시지를 기다려
주십시오.
미국, 미국 자치령 또는 캐나다 밖에 있는 동안에는 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UI 급여 유지하기
1.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UI 급여를 받는 동안 버는 임금은 신고하십시오
UI 급여를 요청하는 주 동안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귀하의 총 임금(세전
전체 임금이 적용됨)이 주간 급여 금액보다 적다면 UI 급여를 계속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급여 금액(근로소득공제라고도 함)의 1/3 이 넘는 임금은 주간
급여 금액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되며, 이로 인해 부분 UI 지급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주에 상근직 근무시간을 일하는 경우, 임금과 관계 없이 “상근직”
취업자로 간주될 것이며, 그 주에 대해서는 UI 급여의 자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근직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주당 35 내지 40 시간입니다. 본인의
일이나 직업에서 관습상의 상근직 근무시간 일정으로 일하는 경우 상근직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예는 임금 공제를 참작하여 주간 급여 지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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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임금 공제 계산

예: 주간 급여 금액이 $270 이고 주간 임금이 $120 인 경우
$270
$90 ($270의 1/3 = $90)
$120
$30 ($120 – $90 = $30)

주간 급여 금액
근로소득공제
주간 임금
허용된 최대치를 넘는 임금
단계 2: 주간 급여 지급금 계산

주간 급여 금액

$270

최대치를 넘는 마이너스 임금

- $30

수정된 주간 급여 금액

= $240

중요 유의사항: 임금/휴일수당이 귀하의 주간 급여 금액에 1/3 소득 공제액을 더한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될 급여는 없게 됩니다. 어떠한 임금이든 주간 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간 급여 금액을 넘는 소득을 올리는 경우, UI Online 을
이용하거나, TeleCert, 또는 TeleClaim Center 에 전화하여 귀하의 청구를 재개해야 합니다.

2. 취업 지원 센터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귀하는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사추세츠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의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의 주된 목적은
매사추세츠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일자리 검색
자원들을 귀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통지를 받게 되면,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세미나에 참석할 일정을 잡으시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정해진 세미나에 가지 않는 경우, 귀하가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던 주의
급여가 지연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자동응답 되는 취업 지원 센터 세미나 스케줄링 시스템에 1-800-6535586 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취업 지원 센터에 전화하여 참석 시간을
정하십시오.
3. 일자리 찾기 활동에 매진하십시오
매사추세츠 실업지원부(DUA) 는 급여 자격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주당 3회의 일자리 찾기 활동을 한다. 각각의 일자리 찾기는 다른
요일에 하여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상세히 적은 일지를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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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포함됩니다.



o

잠재적 고용주와 주고 받은 이메일

o

취업 신청서 수령증

o

구인 광고

o

취업 박람회 공고

o

네트워킹 클럽 정보

모든 구직 활동 일지 및 증빙 문서의 완전한 사본을 인쇄하여 상담 예약된
취업 지원 센터로 가져 오십시오.



요청에 따라 구직 정보를 증빙 문서와 함께 DUA에 제공하십시오.

샘플 기록지가 이 안내서의 말미에 있으니 그것으로 일자리 찾기 활동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더 많이 했지만,
청구되는 각 주에 대해 서로 다른 세 날에 한 가지 활동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기록이 필요하다면 www.mass.gov/dua/worksearch 에서 사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지역 취업 지원 센터에서도 사본을 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이 일자리 찾기 일지의 사본을 필요한 만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센터에 등록할 것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취업 지원
센터를 찾아보시려면, 1-877-US-2-JOBS 로 전화하거나,
www.mass.gov/careercenters 사이트에 가십시오.
귀하가 유니언 홀을 통해 관례적으로 일을 얻는다면, 귀하의 노동자 조직에서
활동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 받습니다. 활동 상태에 있으려면,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직업 소개 또는 알선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추세츠 법은 일자리를 구할 목적으로 조합과 접촉한 서면 기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28 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확정된 날짜가 있어서 귀하의 일자리 찾기가
포기되는 경우, 전 고용주가 귀하를 쓸 수 있게 하고 귀하를 일 시키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게 해야 합니다.
귀하가 전 고용주로부터 28 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확정된 날짜 없이
일시 해고되어 있는 경우, 전 고용주와 항상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고용주의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전 고용주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일자리 찾기
연락으로 치지 않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생업이나 직업으로 고용하는 다른
고용주에게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주 밖에 살고 있고 매사추세츠에서 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통근하지
않는다면, 주의 취업 서비스 부서에 근무처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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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있으십시오
육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주의 UI 급여는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일할 태세가 되어 있으십시오
일할 태세가 되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거나,
지급 받는 임금 액수 때문에 일을 거부한다면, 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 DUA에 통지하십시오
학교 출석은 UI 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 등록하거나, 또는 DUA가 승인한 정규 전일제 훈련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경우, 귀하는 DUA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 밖에 있는 동안에 급여 수령
귀하가 미국, 미국 자치령, 또는 캐나다 밖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계정 정보를 살펴보고 수정하십시오
귀하의 개인 정보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DUA 에 통지해야
합니다. 본인 정보 갱신은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TeleClaim Center 에
전화하여 할 수 있습니다.

5. 재심청구
첫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하기
귀하가 UI 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DUA 가 결정하면, Notice of
Disqualification (무자격 통지서)가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귀하께 보내질 것입니다.
재심청구는 그 통지서의 소인 날짜의 달력상 10 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재심청구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하여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재심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DUA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가 승인되면, 귀하의 전 고용주는 귀하의 청구를 승인한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전 고용주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
DUA는 심리 일정을 잡아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에게 출석하라고 통지할
것입니다. DUA 는 귀하가 이전에 선택한 우선 통신 방법으로 심리 날짜,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정보를 통지할 것입니다.
귀하의 급여 자격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그 심리에서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예정된 심리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그 심리에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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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귀하의 전 고용주가 제출한 증거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심리에서 실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면, 급여 수표는
즉시 중단되고 귀하에게 이전에 지급된 급여금을 환불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직 상태이면서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매주 급여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첫 결정이 반전되면, 귀하가 급여를 요청하지 않은 주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
귀하 또는 귀하의 전 고용주가 첫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면, 귀하는
Hearings Department (심리부)로부터 귀하의 재심청구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받을 것입니다. Hearings Department 가 재심청구를 받을 때, 심리의 일정이
잡힐 것이며 귀하는 날짜와 시간의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검토조사관
(Review Examiners) 에 의해 심리가 수행되는데, 이들은 대면 및 전화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심리 후, 검토조사관은 심리 시에 제시된 서류와 정보에 기초하여
서면 결정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심의 위원회
몇 가지 수준의 재심청구가 있습니다. 심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의 우편 송부 후 30일 내에 심의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재심청구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거나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하여 심의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가 그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수리하는 경우, 그 위원회는 심리부에서
받은 사건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 자료들에는 기록된 심리
자료가 포함됩니다. 심의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지방 법원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심의 위원회가 그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기각하면, 이에 대해
지방법원에 재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mass.gov/dua/bor을 방문하십시오.

대리에 대한 귀하의 권리
재심청구의 어느 단계에서든 귀하가 대리자를 내세우기를 원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대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선택으로 위임 받은 변호사나
대변인 같은 대리인은 에이전시 재심청구의 어느 단계에서든 귀하를 대리해도
됩니다. 귀하의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률 대변인 조직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십시오. DUA 는 대리인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심리부 또는 심의 위원회에의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임료는 그 수임료를 청구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되기 전에 DUA가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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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승인 요청서는 다음 중 하나의 재심청구 단계에서 각기
그 앞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심리 단계

검토위원회

DUA Director’s Suite, 3rd Floor
Fee Approval Requests
19 Staniford St.
Boston, MA 02114
또는 이메일:
section37fee@massmail.state.ma.us

Department of Unemployment
Assistance (실업지원부)
Board of Review, 4th Floor
19 Staniford St.
Boston, MA 02114

6. 초과지급
급여를 초과지급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과지급은 귀하가 UI 급여를 이미 지급 받았는데 DUA 가
나중에 귀하가 수급 자격이 없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초과지급이
귀하의 잘못은 아닐지라도, 수급 받은 급여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게 될
것입니다. 급여를 초과지급 받으면, “Notice of Determination(결정 통지서)” 를
받으실 것입니다. 통보서에서는 초과지급의 이유와 밝혀진 내용은 물론,
초과지급된 주 수, 초과지급 금액, 그리고 가능한 벌칙까지도 설명될 것입니다.
초과지급의 이유가 귀하의 “잘못”으로 결정되는 경우, 귀하는 “잘못된 사항
통보서(Notice of Fault Finding)” 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초과지급금 외에
한 달에 1%의 이율로 이자 벌금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초과지급의 이유가 된 잘못이 있었던 각 주에 대해 장래의 급여 지급을 받는
데서 무자격이 될 벌칙 주를 채우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초과지급 받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나 초과지급액이 틀리다고 생각되면,
무자격 재결정 통보가 있은 후 10 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려면, 재결정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환불
귀하가 초과지급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DUA 는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사추세츠 주 및 연방 소득세 환급액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지불하는 귀하의 주간 UI 급여금은 귀하의 초과지급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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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급액을 반환하기 위한 옵션
온라인

체크 또는 머니 오더

UI Online 계정을
이용하여, 본인의
당좌 계좌나 저축
계좌를 통하여 반환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크 또는 머니 오더를 이곳을 보내십시오 (현금은
보내지 마십시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Unemployment Assistance,
Attention: Benefits Collection Department
19 Staniford Street
Boston, MA 02114

귀하의 계정에 적절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귀하의 UI 청구자 식별 번호를
체크 또는 머니 오더에 포함시키십시오. 초과지급액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반환 계획서를 요청하거나, UI Online 계정에 로그인 하거나 TeleClaim
Center 에 연락하여 “Request for Waiver of Overpayment” (초과지급금 반환
면제 요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적발과 신고
급여를 신청하거나 급여 지급을 요청할 때 소득과 고용을 진실되게 신고하지
않게 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DUA 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자원들을 이용하여 급여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적발합니다:
√ 고용주의 새로운 고용 보고서
√ 고용주 임금 대장과 대조
√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서식,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한 공개 정보
√ 사회보장국, 교정부, 및 기타 기관을 비롯한 주 및 연방 기관들의 기록과
교체
대조
부정으로 UI 급여를 수령하는 개인, 또는 신고하지 않고 직원에게 지불하고 있는
고용주를 신고하려면 다음의 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DUA Fraud Hotline Complaint Form 이 사이트에서 작성
www.mass.gov/dua/fraud
√ Fraud Hotline 에 전화: 1-800-354-9927
√ 이메일: uifraud@massmail.state.ma.us
√ 이 주소로 서면 제출: UI Program Integrity, P.O. Box 8610, Boston, MA
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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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UI 프로그램
직업훈련 기회 프로그램
재취업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해야 한다면,
풀타임 인증 훈련에 임하는 동안 직업훈련 기회 프로그램 (TOP)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TOP 는 귀하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UA 가 귀하의 일자리 찾기 활동을 면제시킬 수 있게 합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귀하는 DUA 가 인증한 훈련에 임하고 있는 동안 UI 급여를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TOP 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학교에 전일 출석하는 동안
최장 26 주의 추가 급여(기간 연장 유지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DUA 가 훈련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연장을 신청하고 일자리 찾기 요건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 귀하를 일자리 시장에 준비시켜줄 인증 훈련을 찾을 것.
어느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에든 도움을 청하거나, JobQuest 를 검색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찾으십시오: www.mass.gov/jobquest.
√ 직업훈련 기회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실업 급여를 수령한
후 처음 15 주 동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곳
www.mass.gov/dua/training 을 방문하거나 TeleClaim Center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원스톱 커리어 센터에 들르십시오. 신청서를 DUA에 제출하기 전에 그
신청서의 일부분은 직업훈련 학교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매사추세츠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
매사추세츠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 시스템은 주 도처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는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하께 편안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찾으며 일할 수 있게
합니다. Career Center 직원들은 귀하가 재취업 되도록 돕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어느 분에게나 무료로
제공합니다:
√ 일자리 찾기 지원
√ 직업 기획 정보
√ 효과적인 일자리 찾기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
√ 면접, 네트워킹, 그리고 이력서 작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법에 대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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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컴퓨터 훈련
√ 취업 박람회, 일자리 일람, 알선 등을 통하여 고용주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
√ 현재의 주 전체 및 지역 일자리 시장에 대한 정보
√ 올바른 직업훈련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
√ 다음과 같은 자료실 서비스에 접근: 일자리 일람, 기업체 명부,
인터넷 접속, 전화, 팩스기, 그리고 복사기 등을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음
운영 시간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가까운 Career Center를 찾아보시려면, 본
안내서의 뒷면의 목록을 참조하시거나, 1-877-US-2-JOBS로 전화하시거나
www.mass.gov/careercenters를 방문하십시오.

8. 자주 묻는 질문
1. 저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UI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귀하는 퇴직금과 UI 급여를 동일한 주에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UI 급여 받는 것에서 무자격이 되는 경우, 귀하의 급여 년도는
귀하가 퇴직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무자격이 되는 주의 수 동안 연장될 것입니다.
귀하의 퇴직금이 장래의 모든 청구에 대해 고용주를 해방시켜 주는 것에서
근거되었다면, 퇴직금을 받는 동일한 주 동안 UI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급여 청구서 제출을 미루지 마십시오.
2. 사회보장, 연금, 또는 은퇴 복리혜택이 저의 UI 자격과 급여에 영향을 줍니까?
사회보장 은퇴 복리혜택은 주간 급여에 대한 귀하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급여를 받는 것이 있으면 귀하의 급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지 여부를 DUA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저는 근로 시간이 줄었습니다. UI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됩니까?
근로 시간의 스케줄이 줄었다면, 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풀타임에 못 미치게 일한
주에 대해서는 부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급여라도 받기
위해서는 근로 시간/임금이 적어도 1/3 은 줄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실질적
자격은 급여를 신청할 때까지 결정될 수 없습니다.
4. 파트타임 근로는 저의 UI 급여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임금이 실제로 귀하께 지급될 때와 관계 없이, 일을 한 주 동안의 세전 총 임금
(이는 귀하의 총 임금이라고도 함)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총 임금은 주간
급여를 요청할 때 신고되어야 합니다. 주간 급여액의 1/3 이 넘는 임금은 그 주의
급에서 달러 대 달러로 공제되게 됩니다.
5 . 사실 확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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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DUA 담당자가 제시한 기한까지 사실 확인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실 확인 질문지에 명시된 대로 전혀 답변하지 않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6 . 제가 UI 급여를 신청한 후 풀타임 계약직에 취직되면,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
UI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까?
귀하의 계약직이 급여 년도가 만료(애초 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1 년 후) 되기
전에 끝난다면, 청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은 급여 년도가 끝날
때까지는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급여 년도가 끝나는 경우, 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는 귀하의 최근
취업에 근거하여 새로운 자격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7. 만약 제가 다른 일자리를 위해 현재의 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 해고된다면, 저는 UI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새 회사에서 해고되고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난 15 개월 동안 근무했던
직장들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 받으실 것입니다. 귀하의 수급 자격은 가장
최근의 직장은 물론이고 귀하가 급여를 신청한 때로부터 12 내지 15개월 전의
기간 동안 근무했던 다른 직장의 취업 경력과 임금까지 따져보고 결정될
것입니다.
8 . 저는 단독 사업자로서 새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몇 달 동안은 이
사업체에서 어떤 소득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UI 급여를 받고 있스니다. 그것이 저의 UI 자격과 급여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UI 급여의 수급 자격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근거합니다. 이들 가운데 귀하가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태세가 되어 있으며, 일자리 찾기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요건입니다. 귀하의 개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일자리 찾기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더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저는 다른 주에서 일했습니다. 어디에 UI 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다른 주에서만 일하셨다면, 급여 청구를 그 주에 해야 할 것입니다.
10. 저는 한 해에 두 번 해고되었습니다. 급여를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급여를 신청하면, 1 년 동안 유효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귀하의 청구는
취업상태와 유효성 상태에 따라그 해 동안 열리고 닫힐 수 있습니다. 청구는
귀하가 모든 급여를 소진시킬 때까지 또는 급여 년도가 만료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유효합니다.
11.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제게 UI 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까?
UI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2. 제가 UI 청구 기간 동안 한 주일 동안 여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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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일자리 찾기 활동을 하지 않을 때라면, 그 주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음 급여 주에
대해 급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저는미국 국외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외에 있는 몇 주에 대한
급여금을 신청해야 합니?
귀하가 미국, 미국의 영토 또는 캐나다 외부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귀하는 그 기간에 대해 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14. 저는 급여금을 받았지만, 저의 청구에 대해 자격 문제가 아직 미결 중입니다.
저에게 왜 지급되었습니까?
때때로 저희가 귀하의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실업 보험 프로그램에서는 귀하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중에 판정되면 귀하는 귀하가 받았던 급여금을 환불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15. 저는 몇 주에 대한 급여금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검토 중인 자격 문제가 한 건보다 많거나, 또는 한 건의 문제가 1주 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급여금은 항상 동시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6. 저의 UI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예. UI 급여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DUA 는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신청하실 때, 주간 급여
지급액에서 연방 및/또는 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10% 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주 소득세는 5.1% 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DUA는 급여를 지급받은 년도 후 1월까지 지급된 총 급여금 및
원천공제된 총 세금 내역을 명시한 1099-G 서식을 보낼 것입니다.
17. UI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아동 지원금을 계속해야 합니까?
DUA 가 Department of Revenue 로부터 아동 지원금이 법원에 의해
명령되었음을 통보 받으면, 귀하의 급여에서 아동 지원 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8. 제 배우자와 저는 동시에 둘 다 해고되었습니다.
누가 아동 부양 수당을 청구해야 합니까?
두 분 다 부양가족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에게 주된 지원을
제공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급여 신청시에 아동의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19. 저의 고용주가 저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자격에 대한 첫 결정은 귀하와 귀하의 고용주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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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급여를 지급 받을 것이지만,
나중에라도 재심청구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때는 수령한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 저의 UI 급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UI 는 임시적인 급여 프로그램입니다. UI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즉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일자리 찾기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들은 귀하를 돕기 위해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센터가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새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UI 급여의 수급 자격은 더
이상 없어지더라도, 매사추세츠 주의 다른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은 될
수도 있습니다. 211 로 전화하거나 www.mass211help.org 에 방문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21. DUA는 제가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도움은 매사추세츠 주 곳곳에 있는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검색 기술을 새롭게 배울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알아낼 수 있고, 다양한 자원을 통하여 현재의 구인처들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Career Center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귀하의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mass.gov/careercenters.
22. 제대군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있습니까?
원스톱 취업 지원 센터에는 제대군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대군인들이
일자리 찾기를 체계화하고, 개인의 취업 계획을 설계하며, 일자리 찾기 기술을
가다듬어서, 맞춤식 구인구직 정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이
있습니다. 제대군인 서비스는 제대군인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23. 저의 PIN 또는 패스워드를 어떻게 변경합니까?
TeleCert 접속용 PIN 을 변경하려면, 617-626-6943으로 전화하십시오. UI Online
용 패스워드를 변경하려면, “Forgot Password (패스워드를 잊었어요)” 옵션을
선택하고, 보안 질문들에 답한 다음, 새 패스워드를 선택하십시오.
24. 막 풀타임 직장을 잡았습니다. 저의 UI 청구를 어떻게 닫습니까?
귀하의 청구를 닫고자 하시면, 급여 지급의 요청을 그만두시면 됩니다. 급여를
요청하지 않으면 귀하의 청구는 자동으로 닫힐 것입니다.

9. UI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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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기본 기간
가장 최근에 완료된 세 분기에 마지막으로 완료된 분기와 청구의 발효일 사이의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 귀하가 1 차 기본 기간을 이용하여
금전상으로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체 기간을 이용하여
자격이 될 경우, DUA 는 자동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귀하의 급여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최대 급여액이 이 기간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10% 는
증가될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서류를 제시하면 이 대체 기본 기간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
결정에 대해 심리 또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
평균 주간 임금
기본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전체 임금 액수를 바탕으로 법에 의해 정해진 규칙.
최대 급여 금액
귀하가 모든 다른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연 년도 동안 잠정적으로
받을 자격이 되는 급여의 총 금액.
기본 기간
급여 년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52 주의 기간
급여 년도
청구의 발효일자부터 이어지는 52 주.
급여의 지속기간
UI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주수는 최대 급여 금액을 주간 급여 금액으로
나눔으롰서 결정됩니다. 청구인이 UI 급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주수는 30
주입니다. 연장 급여와 낮은 실업 기간 동안에는 그 최대 주수는 26주가
한도입니다.
소득
급여 년도 동안 번 돈.
발효일자
청구가 시작되는 날짜. 이는 급여를 신청한 달력상의 주의 일요일이 됩니다.
이슈
귀하의 잠재적 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질문.
최대 급여 금액
급여 년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최대 금액.
금전상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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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던 때의 임금 및/또는 기간을 바탕으로 한 급여 수급
자격.
초과지급
법이 정한 바를 초과한 급여 지급.부분 급여
파트타임 수입에 대한 감소분 때문에 전체 주간 급여 금액보다 적은 급여
지급액.
부분 실업
정규 풀타임 시간보다 줄어든 일, 또는 풀타임 근무의 주에 대해 지급 받았던
금액보다 더 작은 수입을 올리는 고용.
개인 식별 번호 (PIN)
본인의 청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 서명.
1 차 기본 기간
청구의 발효일자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완료된 달력상의 네 분기. 청구는 이 기간
동안 받았던 임금에 근거합니다.
퇴직의 사유
실업 상태에 있게 된 사유.
사회 보장 번호 (SSN)
급여의 청구를 처리할 때 필요한 고유 식별 번호. DUA 는 연방 국세청 (Federal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Code of 1954, 수정 항목 26 USC 85; 6011(a),
6050(b), 6109(a) 에 의하여 급여 청구의 처리에서 사회 보장 번호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eleCert
주간 급여의 요청을 위한 쌍방향 전화 시스템. TeleCert 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및 광둥어로 이용가능합니다.
완전 실업
근로를 하지 않고 임금도 벌지 못하는 상태의 주간, 또는 풀타임 때보다 더 적게
일하고 주의 UI 법 하에서 허용되는 벌이를 넘지 못하게 버는 상태의 주간.
직업훈련 기회 프로그램
재취업 기회를 늘려줄 직업 훈련이나 공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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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보너스, 숙식비 등 고용주로부터 받는 모든 지급금.
대기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급여 년도 동안 UI 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첫 번째 주.
주간 급여 금액
자격이 되어 매주 받을 수 있는 금전상의 급여 금액으로, 피부양인에 대한 수당
등은 제외됨. 본인의 평균 주간 임금의 50% 가 현재 최대치임.

10. 빠른 참조 안내
필요한 것:

해야 할 것:

급여 청구서 제출
UI 급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할 것을
요청/변경

청구의 재활성화*

www.mass.gov/dua 사이트에서 UI Online에
로그인하거나 지역 코드 351, 413, 508, 774 또는
978 에서 무료 전화 번호 1-877-626-6800으로
전화; 또는 다른 지역 코드에서 1-617-6266800으로 전화하십시오.

부양 자녀 추가

*TeleCert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음: 1-617-626-6338

1099G 서식 요청

본인 주소 변경
지급 방법 변경*

주간 급여 요청

www.mass.gov/dua 사이트에서 UI Online에
로그인하거나 TeleCert에 1-617-626-6338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및 광동어로 이용) 번으로
연중 무휴 오전 6:00부터 오후 10:00까지
전화하십시오.

UI 급여 지급 상태
확인

www.mass.gov/dua 사이트에서 UI Online에
로그인하거나 Payment Status에 1-617-626-6563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및 광동어로
이용)으로 전화하십시오.

PIN (개인 식별 번호)
변경

PIN 서비스 라인에 1-617-626-6943번으로 연중
무유 오전 6:00부터 오후 10:00까지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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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보조 정보
얻기 또는 건강 보험
보조 신청

www.MAHealthConnector.org에 방문하십시오.

부정행위 신고

DUA Fraud Hotline Complaint Form을
www.mass.gov/dua/fraud에서 온라인 상에서
작성하거나
Fraud Hotline에 1-800-354-9927으로
전화하십시오.

승인된 교육 신청

www.mass.gov/dua/training 에 방문하거나
원스톱 취업 센터 방문하십시오.

Hearings
Department에의
재심청구에 관한 정보
얻기

Hearings Offices 연락처:
- 보스턴: 1-617-626-5200
- 로렌스: 1-978-738-4400
- 브록튼: 1-508-894-4777
- 스프링필드: 1-413-452-4700

심사 위원회에 관한
정보 얻기

www.mass.gov/dua/bor 에 방문하거나
1-617-626-6400으로 전화하십시오.

가까운 취업 센터 찾기

www.mass.gov/careercenters 에 방문하거나
또는 1-877-US2-JOBS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장애 중계 지원
받기

1-800-439-0183 또는 711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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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로

직위

급료

고용주 이름 및 주소 /
고용주 웹사이트

연락처 이메일:

연락처 전화 번호:

연락처 이메일:

연락처 전화 번호:

연락처 이메일:

연락처 전화 번호: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 (날짜):

#1

연락받은 사람:
#2

연락받은 사람:
#3

연락받은 사람:

– 토요일 (날짜):

연락 방법

온라인  전화
 이메일
우편 인편

취한 조치:

결과

취업 신청서 제출 ☐ 일자리 문의 ☐ 취업 박람회
네트워킹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  전화
 이메일
우편 인편

취한 조치:

취업 신청서 제출 ☐ 일자리 문의 ☐ 취업 박람회
네트워킹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  전화
 이메일
우편 인편

취한 조치:

취업 신청서 제출 ☐ 일자리 문의 ☐ 취업 박람회
네트워킹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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