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QUENTLY ASKED QUESTIONS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  

UI Benefit Provisions 

자주 묻는 질문들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법(CARES Act)  

실업 보험 혜택 규정 

저희 IT 시스템은 현재 CARES ACT 청구 처리를 위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CARES 

ACT로 만들어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집행하기 이전에 새로운 IT 프로세스를 만들고 현재 기술 

시스템을 수정하고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자영업자, 독립적인 계약자, 독립형 근로자(GIG WORKER)이거나 불충분한 근로 

경력이 있다면, 청구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메릴랜드 실업보험국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한 응용 프로세스의 유효성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1) 새로운 법의 적용대상은 누구입니까?  

a) CARES Act는 세 가지 실업보험(UI)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적용됩니다: 

(1) 자영업자, 독립적인 계약자, 독립형 경제 종사자(gig economy workers)를 포함해 

전통적인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 

(2) 현재 정규 실업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 

(3) 최근에 정규 실업 보험 혜택을 소진한 개인   

2)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a) 실업 수당 금액은 지난 18개월 동안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 수당을 

지급받는 이들은 추가적으로 주당 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3) 독립형 근로자, 프리랜서와 독립적인 계약자들은 법안에 포함됩니까?  

a) 네. 독립형 근로자(우버(Uber), 리스프(Lyft), 에어비앤비(AirBnB) 주인 등), 프리랜서, 

독립적인 계약자들을 포함해, 전통적으로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특별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4) 저는 자영업자이지만, 사업을 해서 더 이상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된다면,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a) 네. 자영업자들도 새로운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영업자들에도 주당 

6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5)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시간제(파트타임) 근무직을 잃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a) 네.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들도 최근 임금을 고려해 산정한 일부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또한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자격이 됩니다.  

6) Covid-19 확진자이거나 Covid-19 확진자인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만약 귀하가 확진자로 진단을 받았고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을 받고 있어서 실직 또는 

일부 실직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면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귀하가 진단을 

받을 가족 구성원이나 가구를 돌봐야한다면, 실업 보험 혜택을 여전히 받을 자격이 됩니다. 

7)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 데이케어(탁아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a) 학교, 데이테어 또는 다른 시설, 노부모 또는 가구 구성원에게 의존해야 자녀를 돌볼 수 

있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해당 시설이 폐쇄된 경우,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8)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집에 머물도록 하는 명령들은 어떻게 됩니까?  

a) 귀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면, CARES 

Act에 따라 전통적으로 받을 수 없었던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저는 이제 막 새로운 직장에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발생으로 새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a) CARES Act아래, 귀하는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즉시 

해고되고 전통적인 상황에서 충분한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귀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10)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기관이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권고로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거나 자녀의 데이케어(탁아소)가 폐쇄됐는데 귀하가 

자녀를 돌보는 주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면, 이러한 사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하가 직장을 그만두면(또는 

그만두고 싶다면), 귀하의 두려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귀하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 또는 

함께 사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근거해야 합니다.  

11) 제 고용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폐쇄했습니다. 제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a)  고용주가 폐쇄해, 귀하가 실직 상태이거나 일부 실직 상태이거나 일을 할 수 없다면, 

CARES Act에 따라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12) 법에 따라 명백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배제되는 이가 있습니까?  

a) 유급 원격 근무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유급 병가 또는 유급 가족 

휴가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13)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메릴랜드주는 26주 동안 혜택을 제공합니다. CARES Act가 모든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13주 동안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메릴랜드주의 자격이 있는 

청구인들은 실업 보험 혜택을 최대 39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정규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CARES Act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있습니까?  

a) 충분한 근무경력이 없더라고 해당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청구를 수락할 수 있고, 이러한 혜택들을 신청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고 청구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전세계적인 전염병 실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지불할 수 없으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5) 저는 이미 실업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까? 

a) 만약 귀하가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한 이유로 이미 실업 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메릴랜드 실업 보험 혜택 기간이 13주 연장됩니다. 귀하는 주당 600달러를 추가적으로 

받을 자격이 됩니다.  

16) 저는 몇주/몇달 전에 혜택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저도 13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역시 주당 600달러를 받게 됩니까? 

a) 귀하가 정규 실업 보험 혜택을 모두 소진했다면, CARES Act에 따라 추가적인 13주 

실업 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CARES Act  신청 절차가 발표되면 

신청하십시오. 귀하도 주당 600달러를 추가적으로 받을 자격이 됩니다.  

17) 이러한 혜택들이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a)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혜택들이 다른 프로그램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디케이드와 CHIP으로 알려진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수단 테스트 프로그램(means-tested programs)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8) 혜택을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a) 메릴랜드주는 다른 많은 주들과 달리 대기 주가 없기 때문에 실직한 다음날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청구와 예상되는 청구 부하로 인해, 실업보험국이 지급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귀하의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