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 보험 확장 

이 페이지는 최신 정보에 의해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0 년 
3 월 29 일의 정보에 의한 페이지입니다. 
 

개요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구제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구호, 경제보장안 “케어”) 방안은 개인의 자격, 

혜택 금액, 그리고 지원금 지급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실직 보험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일반 실직 보험 지원 자격 이외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CARES 구제안을 통해 

실직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일 때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긱-이코노미 노동자 (임시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 파트 타임 직원일 때 

• 여전히 근무하고 있으나, 노동 시간이 줄어들거나 전혀 없을 때 

• 일반적으로 실직 보험을 받지 못하는 한정된 노동 기간을 가진 사람 

  

실업급여 

• 당신의 실직보험금은 가장 높은 일반 급여를 21 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최고한도치는 일주일 당 $648 입니다. 

• 만약 당신이 부분적으로 실직을 하였다면, 당신의 매주 실직보험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이는 현재 당신이 받는 감소된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이 기본 실업급여에 추가하여, CARES 구제안은 2020 년 7 월 31 일까지 매주 

$600 의 추가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o 이 금액은 당신의 기본 실업급여에 추가하여 나오거나,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o 매주 제공하는 실직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하와이주 노동청 (Hawaii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DLIR])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 일반 실직보험과 CARES 구제안 사이에 실업급여는 총 39 주간 제공이 

가능합니다. 

• 만약에 당신이 CARES 구제안에 의하여 새로이 실직보험에 해당한다면, 이번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에 의한 실직이 있을 때, 당신은 2020 년 1 월 



27 일 날 이후(당일 포함)로 시작하는 과거의 급여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방법 

• 실직 보험에 지원하실 때 labor.hawaii.gov/ui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십시오. 

• 실직보험 사무실에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labor.hawaii.gov/ui/contact 에 있습니다. 

 

추가 정보 

이 외의 정보는 https://labor.hawaii.gov/u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직보험준비”는 CARES 구제안의 조항 II, 부제 A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번역자: H. Harry Lee, D.M.D., Hyunsok (Holl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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