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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실업 지원을 위한  

신규 신청서  

본 양식은 팬데믹 실업 지원(PUA)을 위한 신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지침은 케어스 법(CARES Act) 

페이지(https://govstatus.egov.com/ui-benefits/CAR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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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보고 요건과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성별 선택 시 남성과 여성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성별이 사회보장국에 

등록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아도 귀하의 청구 처리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A. 신청자 정보 

신청자 이름 (성, 이름, 중간이름) (사회보장국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생년월일 (월, 일, 년) 

신청자 우편 주소 (거리 주소 또는 P.O.) 사회보장번호 성별 (하나만 선택) 

 ❑남성❑여성 

도시명 주 우편번호 귀하는 히스패닉계 또는 라틴계 

민족입니까?     
❑예 ❑아니오 

신청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인종: (해당 사항 모두 고르십시오.) 

❑미국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동양인 

❑하와이 원주민 또는 다른 태평양 섬 주민  ❑백인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외 
 

선호하는 연락 방법  
  ❑ 전화       ❑이메일  

오리건주 고용부는 컴퓨터를 통해 모든 사회보장번호가 사회보장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팬데믹 실업 

지원 신청서 및 지불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국세 법 및 오리건 주 행정 규칙에 따르면, 실업수당 청구 시 사회보장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는 귀하의 실업급여를 

미국 국세청 및 오리건 주 세무부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신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국으로 

보내집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주 정부 기관 채무 징수 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U.S. Bank로 보내져 ReliaCard ViSA 카드를 발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신청자 고용 정보 

본인은 팬데믹 실업 지원에 대한 주간 재정 지원 혜택의 금액을 완수하기 위해 지난 18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고용 및/또는 자영업에 

종사했음을 인증합니다.  

고용주 이름  

(또는 자영업) 
고용주 주소 전화번호 

고용된 기간  

부터 까지  

     

     

     

     

     

https://govstatus.egov.com/ui-benefits/C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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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격 요건 질문 

1.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폐쇄된 곳에서 새로운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새 직장이 폐쇄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업체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다음을 신청하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까?   

(1)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른 실업수당  ❑예 ❑아니오 

(2)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임금 손실 ❑예 ❑아니오 

(3) 개인 소득 보장 보험   ❑예 ❑아니오 

(4) 보충적 실업 급여 (SUB) ❑예 ❑아니오 

3. (사회 보장 이외의) 퇴직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이내에 받을 예정입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퇴직 플랜을 유지하거나 기여한 고용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증상이 있어 의료 진단을 찾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진단 날짜는 언제입니까? 또는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 

5. 가족 구성원 중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가족 구성원이 진단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6. COVID-19 진단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진단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7. 가정에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학교나 다른 시설이 폐쇄되어 출석할 수 없는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일차적인 돌봄 책임이 있습니까? 또한, 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학교나 시설이 필요합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폐쇄된 기관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기관이 폐쇄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8.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가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귀하는 집안의 가장이나 주요 지원자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집안의 지원자가 되기 시작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9.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귀하의 직장은 폐쇄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직장이 폐쇄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업체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그만둔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업체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에 그만두었습니까?  ❑예 ❑아니오 

11. 보건 의료 제공자가 COVID-19와 관련된 우려로 자가 격리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직장에 갈 수 없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언제부터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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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고 답한 경우,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12.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격리되어 직장에 나갈 수 없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언제부터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13. 자택 근무를 하여 고용주로부터 계속 지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COVID-19으로 인해 고용주가 제공한 원격 근무를 수락할 수 없었습니까?   ❑예 ❑아니오 

14. 유급 병가 또는 기타 유급 휴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유급 병가나 유급 휴가 수당을 받기 시작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수당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라고 답한 경우,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언제 종료됩니까? (알고 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 

15. 현재 자영업자입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섹션 D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D. 자영업 정보  

16. 팬데믹 당시, 해당 자영업이 귀하의 주요 직업이자 생계 수단이었습니까?  ❑예 ❑아니오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설명하십시오.  

17.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였습니까?  

18. 업체명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업체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귀하는 사업 소득을 신고합니까? (예: Schedule C, 1120, 또는 1065)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무엇을 제출했습니까? 

❑Form 1040 또는 1040-SR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Form 1040 또는 1040-SR Schedule F, Profit 또는 Loss From Farming ❑Form 1120-S, U.S. Income Tax Return for an S Corporation 

❑Form 1065,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근무 수행 방법을 결정했습니까? ❑예 ❑아니오 

21. 귀하의 서비스를 수행할 직원을 고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22. 근무 수행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예 ❑아니오 

23. 귀하가 보상률을 결정합니까? ❑예 ❑아니오 

24. 기구, 장비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25. 귀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귀하를 해고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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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하는 한 명 이상의 고객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몇 명의 고객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  

E. 원천 징수에 대한 승인  

귀하가 받는 실업 보험 급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액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추정세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국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 주세에 대한 정보는 오리건 주 세무부에 문의하십시오.  

급여에서 연방세에 대해 10% 및/또는 주세에 대해 6% 원천 징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10%를 연방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예    ❑아니오  

      실업급여의 6%를 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예    ❑아니오  

본 승인은 오리건 주 고용부가 귀하로부터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본 청구에 대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F. 소급 신고  

팬데믹으로 인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직 상태였으며 PUA를 청구한 팬데믹 발생일 이후의 모든 주(週)를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고용으로 인한 총소득과 자영업으로 인한 총소득을 보고하십시오.  

끝나는 주 

근무한 

시간 총소득 소득 종류 끝나는 주 

근무한 

시간 총소득 소득 종류 

        

        

        

위에서 청구한 주 동안 해당 확인란에 표시하거나 요청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27. 귀하는 다음을 신청하거나 받았습니까?  

a.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한 보험금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지급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용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b. 개인 소득 보장 보험으로부터의 지급금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지급금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용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c. 보충적 실업 급여의 지급금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지급금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용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d. 2019년부터 귀하에게 수당을 준 고용주가 제공했거나 유지한 플랜의 퇴직금, 생활 보조금 또는 연금 

지급으로부터 귀하에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지급금 종류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용 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28. 귀하는 오리건 주 정부 요구 사항에 따라 이번 주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29. COVID-19 진단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https://www.oregon.gov/employ/Documents/Temporary%20Rule-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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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증상이 있어 의료 진단을 찾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가족 구성원 중 COVID-19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2. 가정에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학교가 폐쇄되어 출석할 수 없는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일차적인 돌봄 책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3. 가정에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시설이 폐쇄되어 출석할 수 없는 자녀 또는 다른 사람의 일차적인 돌봄 책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4.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가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귀하는 집안의 가장이나 주요 지원자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35. 보건 의료 제공자가 COVID-19와 관련된 우려로 자가 격리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직장에 갈 수 없습니까?  ❑예 ❑아니오 

36.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격리되어 직장에 나갈 수 없습니까? ❑예 ❑아니오 

37.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폐쇄되거나 운영이 축소된 곳에서 새로운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고용주가 근무 복귀를 요청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근무지로 복귀했습니까? ❑예 ❑아니오 

38.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귀하의 직장은 폐쇄되었거나 운영이 축소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고용주가 근무 복귀를 요청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근무지로 복귀했습니까? ❑예 ❑아니오 

39.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까? ❑예 ❑아니오 

40. 이번 주 동안 근무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G. RELIACARD 정보 설명  

U.S. Bank ReliaCard ® 카드 소지 전 정보 설명 | 프로그램명: 오리건 주 실업 보험 | 기준 일자: 2017년 6월 

지급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귀하의 은행 계좌나 본 선불 카드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을 기관에 문의하고 선택하십시오. 

월수수료 

$0 

구매 건당 

$0 

자동화기기 인출 

$0 네트워크 내  

$2.00* 네트워크 외 

현금 충전 

해당 없음 

자동화기기 잔액 조회 (네트워크 내 또는 네트워크 외) $0 

고객 서비스 (자동화 또는 실제 상담원) $0 통화 건당  

휴면상태 (거래 없이 365일 경과) $2.00 매월 

3가지의 기타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이 수수료는 사용 방법과 장소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금 및 잔액 정보에 무료로 액세스하는 방법은 동봉된 이용 수수료 명세서를 참조하십시오.   

당좌차월/신용거래 기능 없음 

귀하의 자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습니다. 

선불 계좌에 대한 일반 정보를 원하시면 cfpb.gov/prepaid.를 방문해 주십시오. 

모든 수수료와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역과 조건은 본 카드 패키지에서 찾아보거나, 1-855-279-1270로 전화하거나 usbankreliacard.com을 

방문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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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Bank ReliaCard ® 이용 수수료 명세서 | 프로그램명: 오리건 주 실업 보험 | 유효일자: 2018년 5월  

모든 수수료  금액 설명 

출금 

자동화기기 인출 

(네트워크 내) 

$0 이 수수료는 인출 건당 수수료입니다. “네트워크 내”란 U.S. Bank 또는 MoneyPass® 자동화기기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기기의 위치는 usbank.com/locations 또는 moneypass.com/atm-locat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기기 인출 

(네트워크 외) 

$2.00 이 수수료는 인출 건당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매달 자동화기기 인출 (네트외크 외) 및 해외 

자동화기기 인출을 포함하여 매월 2회의 자동화기기 인출에 대해 면제됩니다.  “네트워크 외”란 U.S. Bank 

또는 MoneyPass 자동화기기 네트워크 외에 존재하는 기타 모든 자동화기기를 뜻합니다.  귀하가 거래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화기기 운영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창구 현금 인출  $0 이 수수료는 귀하가 은행 또는 Visa®를 수락하는 신용조합의 창구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정보  

자동화기기 

잔액조회 

(네트워크 내) 

$0 이 수수료는 조회 건당 수수료입니다.  “네트워크 내”란 U.S. Bank 또는 MoneyPass® 자동화기기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기기의 위치는 usbank.com/locations 또는 moneypass.com/atm-locato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화기기 잔액 

조회 (네트워크 외) 

$0 이 수수료는 조회 건당 수수료입니다. “네트워크 외”란 U.S. Bank 또는 MoneyPass 자동화기기 네트워크 

외에 존재하는 기타 모든 자동화기기를 뜻합니다. 또한 자동화기기 운영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에서의 카드 사용 

해외 거래  3% 이 수수료는 귀하가 해외 상점에서 카드로 구매하거나 해외 자동화기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적용되며, 환전 후 달러 기준 거래 금액의 백분율입니다.  특정 상점 및 자동화기기 거래는 귀하 

및/또는 상점 또는 자동화기기가 미국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해당 네트워크 규정에 따라 해외 거래로 

간주되며, 당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해당 상점, 자동화기기 및 거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해외 자동화기기 

인출  

$2.00 이 수수료는 인출 건당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매달 자동화기기 인출 (네트외크 외) 및 해외 

자동화기기 인출을 포함하여 매월 2회의 자동화기기 인출에 대해 면제됩니다. 귀하가 거래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화기기 운영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카드교체 $0 이 수수료는 분실 카드에 대해 표준 배송 (최대 10영업일 소요)으로 귀하에게 발송되는 교체 건당 

수수료입니다.   

카드교체 긴급 

배송  

$15.00 이 수수료는 카드교체 수수료에 추가하여 긴급 배송 (최대 3영업일 소요)에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휴면상태 $2.00 이 수수료는 365일 연속으로 카드 사용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매월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귀하의 자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습니다. 귀하의 자금은 FDIC 보험 가입 기관인 U.S. Bank National Association에 

예치되며, U.S. Bank가 파산할 경우, FDIC가 최대 $250,000까지 보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dic.gov/deposit/deposits/prepaid.html을 

확인해 주십시오.  

당좌차월/신용거래 기능 없음 

1-855-279-1270로 카드 소지자 서비스에 전화하시거나 우체국 사서함 551617, Jacksonville, FL 32255로 우편을 통해, 또는 

usbankreliacard.com에 방문하여 문의하십시오.     

선불 계좌에 대한 일반 정보를 원하시면 cfpb.gov/prepaid.를 방문해 주십시오. 선불 계좌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1-855-411-2372 

로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전화하시거나 visit cfpb.gov/complaint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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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ReliaCard 정보를 읽었습니다. 

H. 허위 진술  

본인은 증명서를 만드는 것은 위증죄 처벌 하에 있으며, 받을 자격이 없는 지급금을 얻기 위한 고의적 허위 진술은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동의함 

I. 신청자 보증 

본인은 본 양식에 작성한 정보가 정확하며 팬데믹 실업 지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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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인은 위증죄 처벌 아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국민입니다.   ❑예   ❑아니오 

만약 아니라면, 이민자 자격을 충족합니까?   ❑예   ❑아니오     외국인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월, 일, 년) ______________________ 

귀하가 PUA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혀지면 오리건 주 고용부에서는 최소 $205의 청구금을 설정합니다. 고용부가 귀하의 증가한 주당 

급여액에 대한 청구를 평가하길 원한다면 2019년 과세 연도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을 올리려면 2019년에 $16,48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Form 196PUA을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신청서를 다음으로 제출하십시오. 

보안 업로드:https://secure.emp.state.or.us/ocs4/. 

우편: Oregon Employment Department PO Box 14165 Salem, OR 97311 

팩스: (503) 371-2893 

문의:  OED_PUA_INFO@oregon.gov  

고지 사항: 이메일로 보낸 정보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리건 주 고용부는 평등한 기회 프로그램/고용주입니다. 다음의 서비스는 요청 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 지원, 서비스 

또는 대체 형식 및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언어 지원. 자세한 내용은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El Departmento de Empleo de Oregon es un programa/empleador que respeta la igualdad de oportunidades. Disponemos de los siguientes servicios a pedido y sin 
costo: Servicios o ayudas auxiliares, y formatos alternos para personas con discapacidades y asistencia de idiomas para personas con conocimiento limitado del 
inglés. Para mayor información, pregunte a nuestro personal. 

 

https://www.oregon.gov/employ/Documents/196PUA%20Benefit%20Calculator%200420.pdf
https://secure.emp.state.or.us/ocs4/
mailto:OED_PUA_INFO@oregon.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