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 유행병 실업 지원 매주 요청  878  양식 UI PUB 83 PUA (04-20) 

세계적 유행병 실업지원 (PUA)에 대한   

주 1회의 요청 

청구인 이름 (성, 이름, 중간이름) (사회보장행정부의 파일에 있는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청구한 주 

주 날짜 

고객 식별 번호 혹은 소셜시큐리티 번호  시작 (일요일) 끝 (토요일)  

 

신청인 요청  

“청구한 주”에 대한 혜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를 보시오).  COVID-19공공 건강 응급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실업되었거나, 일할 수 없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PUA에 자격이 됩니다.  

적절한 박스를 점검하거나 요구한 추가정보를 제공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그 주 동안에 자영업에 일을 했다면 A와  C항을 완결하십시오.  

자엽업에 일을하지 않았다면 B와 C항으로 직접 가 주십시오.  

A. 자영업 

1. 이 주 동안에 정규적 자영업에 관련된 일을 수행했습니까?   예   아니오  

주 동안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았든지 총 수령된 지불액   $___________ 

2. 이 일이 정상적인 자영업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행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B. 고용   

1. 자영업을 하지않고 있었다면 청구한 주 동안에 다른 일을 했습니까?   예   아니오  

2. 일한 시간 수  __________ 

3. 지불액을 수령했든지 아니든지 번 총액  $___________ 

C. 주 1회의 자격  

1. 신청하거나 받은적이 있습니까?   

a. 질환 혹은 장애로 인해서 임금손해에 대한 보험 지불액  예   아니오  

“예”라면 지불액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혜택된 기간:  ______________ 에서 ______________ 까지 

b. 사립 소득보장보험에 대한 지불액?   예   아니오  

“예”라면 지불액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혜택된 기간: ______________ 에서 ______________ 까지 

c. 추가 실업혜택의 지불?   예   아니오  

“예”라면 지불액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혜택된 기간: ______________ 에서 ______________ 까지 

d. 2019에 수령한 지불액을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유지한 은퇴, 수당, 연금보험지불에 대한 금액이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지불액 종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혜택된 기간: ______________ 에서 ______________ 까지 

2.  주정부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이 주 동안에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3. COVID-19로 진단받은 가족구성원 혹은 가구원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COVID-19로 진단을 받았거나 COVID-19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료진단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가구원이 COVID-19로 진단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6.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닫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 혹은 가구의 다른 사람을 주로 부양하는 책임을  예   아니오  

https://www.oregon.gov/employ/Documents/Temporary%20Rule-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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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습니까?  

7.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닫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동 혹은 가구의 다른 사람을 주로 부양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8. 세대주가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구의 가장 혹은 주요지원을 제공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9. COVID-19에 관련된 염려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라고 의료인이 조언해주어 고용지에 갈 수가 없습니까?    예   아니오  

10. COVID-19 공공건강응급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부과된 격리때문에 고용지에 갈 수가 없습니까?   예   아니오  

11. COVID-19 공공건강응급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닫았거나 운영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고용주가 일을하러 돌아오라고 연락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일하러 돌아갔습니까?   예   아니오  

12. COVID-19 공공건강응급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근무처가 닫았거나 운영을 단축시켰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고용주가 일을하러 돌아오라고 연락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면 일하러 돌아갔습니까?  예   아니오  

13. COVID-19 공공 건강 응급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일을 그만두었습니까?   예   아니오  

14. 이번 주 동안에 어떤 일이라도 거절했습니까?   예   아니오  

허위진술 

인증을 하는 것은 위증의 처벌 하에 한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지불액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은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증  

이 양식에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세계적 유행병 실업지원를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증합니다.   연방자금이 

제공되었고 ACT 하에 수령에 자격이 되지 않은 지원지불액을 받기 위하여  의도적 허위진술 혹은 중요한 사실의 은닉에 대한 법으로 규정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고용부에 의해 수집된정보는 다른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주 혹은 연방기관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부법 하에 허락된 목적을 위하여 어떤 자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고용부에 허락해줍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월, 일, 년) 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