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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신청서 

본 양식은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EUC)을 위한 신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지침은 COVID‐19 페이지 

(https://govstatus.egov.com/ORUnemployment_COVID19)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작성하여 본 양식을 완성하십시오. 빠진 정보가 있을 시 신청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하여 신청하십시오.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할 시 처리가 지연되므로 하나의 신청서만 

제출하십시오. 

신청자 정보 

신청자 이름 (성, 이름, 중간 이름)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자 우편 주소 (거리 주소 또는 P.O.)  전화번호 

도시명 주 우편번호 신청자 이메일 주소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이사한 경우 여기에 표시하십시오.  선호하는 언어 

PEUC 신청 날짜 

PEUC는 2020년 3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26일까지 몇 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PEUC 신청 날짜가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주(週) 날짜 

시작하는 날짜 (일요일)  끝나는 날짜 (토요일) 

신청자 고용 정보 

일주일 급여를 청구한 이후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8개월 동안 오리건 주 밖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 18개월 이내에 연방 정부 또는 군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위의 질문 중 “예”라고 답변한 것이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고용주 정보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주간 증명 섹션으로 건너 뛰십시오. 

고용주 정보 

고용주 #1: 

고용주 이름 전화번호 첫 근무 날짜 마지막 근무 날짜 

고용주 주소 (거리 주소 또는 P.O.)  상기 고용 기간 동안의 총 소득 합계 

도시명 주 우편번호 직위 임금 율 

실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고 사직 유급 휴가 일시적 실직 

 영구적인 일감 부족으로 인한 해고 단축 근무 정직 

고용주 #2: 

고용주 이름 전화번호 첫 근무 날짜 마지막 근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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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주소: (거리 주소 또는 P.O.)  상기 고용 기간 동안의 총 소득 

도시명 주 우편번호 직위 임금 율 

실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고 

 영구적인 일감 부족으로 인한 해고 

 

 사직 

 단축 근무 

 

 유급 휴가 

 정직 

 

 일시적 실직 

고용주 #3: 

고용주 이름 전화번호 첫 근무 날짜 마지막 근무 날짜 

고용주 주소 (거리 주소 또는 P.O.)  상기 고용 기간 동안의 총 소득 

도시명 주 우편번호 직위 임금 율 

실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고 

 영구적인 일감 부족으로 인한 해고 

 

 사직 

 단축 근무 

 

 유급 휴가 

 정직 

 

 일시적 실직 

주(週)간 증명 

COVID‐19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일주일 급여 신청을 위하여 다음의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https://youtu.be/E82E6ApKiko 

어느 주(週)에 PEUC 신청을 하길 원하십니까?  끝나는 주 날짜 (토요일):     

지난주에 근무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주에 직장을 그만 뒀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주에 직장에서 해고나 정직을 당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주에 3일 이상 영주지 밖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주에 구한 일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수행할 수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지난주 내내 일할 태세가 되어 있었으며 풀타임 및 파트타임, 임시직 일을 처리하고 보고할 수 있었습니까? 

귀하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주 및 지역 비상사태 

선포가 만료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고용주에게 돌아가거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아니오

귀하는 지난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습니까? 

“예”라고 답변한 경우 아래에 있는 일시적 실직 상태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예 아니오

지난주에 근무를 하였습니까? 또는 지난주에 대한 휴가나 공휴일 수당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예 아니오

근무한 시간을 작성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올림 하여 계산하십시오.)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총 소득 합계 또는 휴가나 공휴일 수당(공제 전)을 작성하십시오.   

지난주 구직 활동 기록을 작성하십시오. 

귀하는 청구하는 각 주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기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실업 보험 급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82E6ApKiko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Application  FORM 359PEUC-KR (Page 3 of 3) 

 
날짜 

 
회사명 

 
위치 

연락 수단 

(직접, 전화, 

이력서) 

 
구직 종류 

결과 

(고용됨, 

고용되지 않음) 

      

      

날짜 구직 활동 내용 

  

  

  

 
 

본인은 거래하는 곳에서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일을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본인은 노동조합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직자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본인은 노동조합에서 보낸 일을 

처리하고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허위 답변이 반드시 상환해야 될 초과 지불 급여 및 추가적인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정리 해고 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직 상태이며 고용주와의 업무 복귀를 기대합니다. 본인은 

풀타임이나 주간 수당 이상을 받는 업무로 복귀합니다. 본인이 일시적 실직 상태가 된 주와 업무로 복귀하는 주 사이는 4 

주를 넘지 않습니다. 본인은 고용주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본인은 허위 답변이 반드시 상환해야 될 초과 지불 급여 및 

추가적인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나간 주를 만회해야 하는 경우, COVID-19 웹 페이지에서 주간 증명 양식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지불 정보 

지불금은 US Bank Visa Reliacard 로 발행되거나 귀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귀하의 청구에 대한 향후 지불 방식은 지나간 주의 

지불 방식과 동일합니다. 

귀하는 유효한 Reliacard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는다면, 지불금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신규 Reliacard가 발급됩니다. 

전자 입금에 가입하려면 Online Claim System 에서 신청하거나 전자 입금 양식을 프린트하여 실효된 수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허위 진술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PEUC) 를 받기 위해 귀하의 상황을 허위 진술할 경우, 초과로 지급되어 연방 형사 기소에 직면할 수 있는 

수당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PEUC 수당에 대한 부적격 대상이 됩니다. 

 동의함 

신청자 보증 

본인은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본 양식에 작성한 정보가 정확함을 보증합니다. 본인은 연방 자금이 제공되며, ACT 하에 

받을 자격이 없는 보조금을 얻기 위한 고의적 허위 진술 또는 중요한 사실 은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수집한 정보는 다른 주 및 연방 기관에서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고용부가 고용부 법률에 따라 허가된 목적을 위해 모든 공급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서명    날짜 (월, 일, 년)    

리건 주 고용부는 평등한 기회 프로그램/고용주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 지원, 서비스 또는 대체 형식 및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언어 지원은 요청 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완성된 신청서를 다음으로 제출하십시오. 

우편: Oregon Employment Department | 875 Union St. NE | Room 201 | Salem, Oregon 97311 

팩스: (866) 345-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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