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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긴급실업수당

팬데믹긴급실업수당(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은
정규실업보험수당에대한모든권리를소진하고다른주또는연방프로그램의
신규정규수당청구대상에해당되지않는분들에게최대 13주간실업수당지급
기간을연장해드리는임시프로그램입니다.

신규 PEUC 기간연장신청서를제출한뒤, PEUC 수당을받고자하는각주에대해
별도의주간청구요청서를작성해야합니다. 온라인청구시스템또는주간청구
담당직통번호를통해이미수당을청구한주간에대해서는별도의신청서를작성
할필요가없습니다. 또한, 신청서가처리될때까지 PEUC 혜택을요청할각주간에
대한주간청구보고를제출하기시작하시면됩니다.

본문서는주간청구보고를돕기위한안내서입니다. 본지침은 PEUC 신청서를제
출한모든분들에게적용됩니다. 



***본양식은 PEUC 신청의일환으로또는온라인청구시스템이나주
간청구담당직통번호를사용하여청구할수없는경우, 지난주간에
대한요청시에만사용할수있습니다.*** 

PEUC 신청서가처리되면, 이메일이나우편으로통보를받게되며온라
인청구시스템이나주간청구담당직통번호를통해신청절차를시작
하실수있습니다.



주간신청서는고용부웹사이트(unemployment.oregon.gov)에서
제공됩니다.

신청서를다운로드하여귀하의기기에저장하십시오.

https://unemployment.oregon.gov/


달력주차

주간청구보고서를미리제출할수는없습니다. 청구주간이종료될때까지기
다리셔야합니다. 

주간청구보고서작성을시작하시기전에기기에해당양식을저장하십시오.

양식을먼저저장하지않으실경우, 기재한내용이저장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 달력주차는일요일이되는자정부터토요일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 5월 3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주간에대한예시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용기재가가능한 PDF 양식은
자동으로저장되지않습니다. 양
식의저장(Save) 버튼이나파일
(File)>저장(Save)(또는
다른이름으로저장(Save As))을
클릭하여양식에입력한
데이터를자주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전체양식을모두작성하
셔야합니다. 미기재된부분이
있을경우절차가지연될수있
습니다. 신청서에서미기재된부
분이있거나신청서를보증또는
서명하지않을경우에는다시처
음부터신규신청서를작성하셔
야합니다.

중요사항



주간청구요청서
귀하의 PEUC 신청서가이미처리되었고그에대한통지를받으신경우에는주간수당
청구를위해본양식을작성하지마십시오. 온라인청구시스템을사용하거나신청인
안내서에기재된주간청구담당직통번호로전화를통해신청하셔야합니다. 

귀하의 PEUC 신청서가시스템에서아직처리되지않았고정규실업보험혜택이소진
된이후에아직청구하지않은주간에대한수당을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구하
고자하는각주간에대해별도의증명서를작성해야합니다.

주간수당신청과관련된정보는본
YouTube 영상을참고해주십시오.

해당영상에서는코로나19와관련된주
및지방긴급선언이해제될때까지현재
예상되는사항에대해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82E6ApKiko&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82E6ApKiko&feature=youtu.be
https://secure.emp.state.or.us/ocs4/index.cfm?u=F20200519A175147B10111478.144&lang=E
https://www.oregon.gov/employ/Unemployment/Claimant_Handbook/Pages/default.aspx


귀하의성명과고객 ID 번호
또는귀하의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귀하의고
객 ID는저희가발송해드린
모든문서에기재되어있습
니다. 

1주간수당청구시에는본
양식을사용해주십시오.

청구하고자하는주간의일요일(해당주간시작) 및토요일(해당주간종료) 날짜를기
재하셔야합니다. 상기언급된달력을토대로해당날짜를파악하십시오. 

잘못된날짜를입력하는경우에는주간수당처리가지연됩니다. 

코로나19 웹페이지로돌아가서 2020년 3월 29일주부터시작해미청구주간에대한추
가주간증명서를작성해주십시오.

모든필드를다작성해주셔야합니다.



지난주근무제안을거절하셨습니까? 

일자리제의를받았는데거절하셨는지묻는질문입니다. 

예(일자리를거절한경우).
아니요(일자리를거절하지
않은경우). 

이전페이지에제시된예시를참고로수당을청구하고자하는주간의토요일날짜를
기재해주십시오.

지난주에직장을그만뒀습니까? 

지난주에자발적으로퇴사하셨는지묻는질문입니다. 

예(퇴사한경우). 
아니요(퇴사하지않은경우또는이미실직상태였던경우). 

지난주직장에서해고나정직을당했습니까? 

귀하가직장에서정직을당했거나고용주가귀하를해고했는지묻는질문입니다.

예(해고또는정직을당한경우).
아니요(해고또는정직을당하지않은경우). 

*참고: 업무부족으로정리해고된경우에는해고된것으로간주되지않습니다.



지난주 3일이상영구거주지에서벗어난적이있습니까?

귀하가수당을청구하는주간에 3일이상지역을벗어난적이있는지알려주십시오. 

예(3일이상벗어난적이있는경우).

아니요(청구대상주간동안해당지역을벗어난적이전혀없거나벗어난적이있더라도 3일
미만인경우).

지난주수당신청대상업무를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모두수행할수있었습니까? 

귀하가청구대상주간에근무를할수있는능력이있었는지여부를묻는질문입니다. 

귀하가정신적및신체적으로근무를할수있었던경우, 근무를 '할수있는능력'이있던것으
로간주됩니다. 
자가격리했지만아프지않았던경우에도근무를 '할수있는능력'이있던것으로간주됩니다. 

현행임시규정에따라, 귀하가코로나19 또는기타독감과같은증상으로근무를할수없게
되어해당주간의대부분(3.5일이상)을자택에서보낸경우(단, 해당주에입원을하지않은
경우에한함) 근무를 '할수있는능력'이있던것으로간주됩니다. 

이번주귀하가입원했다면, 이번주에는근무를 '할수있는능력'이안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난주매일근무할의사가있었고, 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제의를수락하고해당업무보
고를할수있었습니까? 

귀하가자가격리하지않았다면근무를할수있었는지여부또는코로나19와관련된주및
지방긴급선언이해제된다면직장을구하거나업무복귀를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묻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셨습니까? 

귀하가수당을청구하는주간에구직활동을하셨는지알고자하는질문입니다.

코로나19와관련된주및지방긴급선언이해제되면귀하가기존직장에복귀할예정인경우
또는구직활동을할의사가있는경우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는것으로간주됩니다.

*참고: 현행긴급규정및예상되는사항에대해서는
YouTube 영상을참고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E82E6ApKiko&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82E6ApKiko&feature=youtu.be


지난주에근무를하셨습니까? 또는해당주간에대한휴가또는공휴일수당을받았거나받을예정입
니까? 

해당주간에근무를하셨는지여부또는해당주간에대한수당을받았는지여부를알려주십시오. 

해당주간동안근무를하셨거나휴가또는공휴일수당을받았고기존직장에복귀할계획인경우에는
총소득을신고해주십시오. 기존직장에서영구적으로퇴사한경우에는휴가또는공휴일수당은신
고하지마십시오.

총근무시간을기재해주십시오
본필드에는해당주간에근무한시간을입력해주십시오. 근무를하지않았지만휴가또는공휴일수
당을받은경우에는최소 1시간으로입력해주십시오.

총소득(공제전)
본필드에는아직지급받지않았더라도청구대상주간귀하의총소득을기재해주십시오. 휴가, 공휴
일또는기타유형의유급휴가수당을받은경우 (그리고기존직장에복귀할예정인경우), 본필드에
수령한금액을기재해야합니다.

사례 1: 시급이 $14이고청구대상주간에 5시간
근무했으나다음주까지지불을받지않을경우.

$14  X  5시간= 70 해당주간총소득은
$70입니다

사례 2: 시급이 $14이고청구대상주간에근무를
하지않았지만 5시간휴가수당및공휴일수당을
받은경우.

$14  X  10시간= 140 해당주간총소득은
$140입니다



최소 2명의직접고용인연락처와 3건의구직활동에대해기재하지
않은경우, 상기상자에제시된임시해고 (temporarily laid off, TLO)란
에 '예'라고답하십시오. 해당상자에표시할경우, 현행임시규정에
따라이전에설명된바와같이 '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다음의경우에는본상자에표시
하지마십시오:

• 업무가재개되면정규업무에
복귀할계획으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하는것'을증명한
경우

• 주및지방긴급선언이해제되
면구직활동을할의사가있는
경우

귀하가폐쇄노
동조합의정식
조합원인경우
에는본상자에
표시해주십시
오.

구직활동



해당정보를읽고본양식에제공된정보가귀하가아는한정확
한정보임을증명하십시오.

반드시서명날짜를기재하고서명하셔야합니다. 

보안업로드를위해, 귀하의성명을정자체로쓴것도서명으로
인정합니다.



온라인청구시스템의보안업로드포털에접속하십시오.

기간연장(Extension (PEUC)) 옵션을선택하십시오. 

보안업로드지침

업로드를하기전에신
청서를저장(SAVE)해
주십시오.

중요사항

https://secure.emp.state.or.us/ocs4/index.cfm?u=F20200519A175147B10111478.144&lang=E


귀하의 SSN과 PIN 번호를입력해주십시오

참고: PIN은귀하가청구서제출및주간수당청구시
사용한번호와동일한번호입니다

계속(Continue)을클릭하십시오

보안업로드지침

업로드를하기전에
신청서를저장(SAVE)
해주십시오.

PIN 번호사용을건너뛰고신청서를업로드할수도있습니다. 단, PEUC 신청서처리
후주간수당을청구하려면 PIN이필요합니다. 

중요사항



귀하의성명을입력하여귀하가허위진술과관련된규정에동의함을증명하십
시오. 

계속(Continue)을클릭하십시오

보안업로드지침
업로드를하기전에신청서
를저장(SAVE)해주십시오.

성명

중요사항



보안업로드지침
업로드를하기전에신청서
를저장(SAVE)해주십시오.

귀하가연락을받을
수있는유효한전화
번호를입력하십시오.

귀하의신청서가처리
되었음을알릴수있
도록귀하의유효한
이메일주소를입력하
십시오.

귀하가업로드하는문서유형을선택해주십시오: 

PEUC 신청서의경우, PEUC 자가증명서(PEUC Self Certification/Intake)를선택하십시오

주간청구요청서의경우, 주간청구증명서를선택하십시오

PDF, PNG, GIF, TIF, BMP, JPG, JPEG 포맷으로문서를업로드할수있습니다.

중요사항



보안업로드지침
업로드를하기전에신
청서를저장(SAVE)해주
십시오.

파일을선택한뒤, '업로드(Upload)'를클릭하십시오.

업로드하고자하
는문서를찾으려
면 '브라우즈
(Browse)'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중요사항



보안업로드지침
업로드를하기전에신
청서를저장(SAVE)해주
십시오.

파일업로드를완료하면 '제출완료(Complete My Submission)'를클릭하십시오.

추가파일을업로드
할수있습니다.

업로드하고자하는
문서를찾으려면 '브
라우즈(Browse)'버
튼을선택하십시오.

중요사항



보안업로드지침
업로드를하기전에신청서
를저장(SAVE)해주십시오.

본페이지를통해문서업로드가완료되었음을알려드릴것입니다. 

확인번호및다음단계에대한지침을제공해드립니다. 귀하의기록용으로이번
호를보관해두십시오.

중요사항



중요: 수당을수령하고자하는매주간에대한청구서를작

성하셔야합니다.

팬데믹긴급실업수당(PEUC) 관련자세한정보확인용웹사

이트:

unemployment.oregon.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