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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입금(Direct Deposit)이 무엇인가요? 

자동 입금은 귀하의 실업 보험(UI) 지급액이 귀하의 은행으로 전자 이체되는 

것입니다. 자동 입금은 실업 보험 급여를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받는 방법입니다. 

자동 입금은 우편 배송 지연이나 체크의 분실 또는 도난 위험, 그리고 체크를 

입금하거나 현금화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없애줍니다. 이 서비스에 등록하시면, 

귀하가 실업 수당을 신청해 받으실 때마다 고용서비스부(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가 귀하의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2. 등록하려면 무슨 정보가 필요한가요? 

• 귀하의 금융 기관명 

• 귀하의 금융 기관의 아홉(9) 자리 은행 식별 번호(routing number) - 보통 체크의 

기호 사이에 위치해 있음 

• 귀하의 계좌 번호(최대 17 자리) - 보통 체크의  기호 앞에 위치해 있음 

• 계좌 종류. 체킹 또는 세이빙 계좌 중 선택해 입금시킬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등록하나요? 

가장 쉬운 등록 방법은 본 웹사이트에서 지금 등록(Enroll Now) 버튼을 누르면 뜨는 

등록 양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4. 서비스가 시작되기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귀하께 실업 급여 수령 자격이 있을 경우, 은행이 귀하의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귀하가 진행중인 청구건에 대한 다음 수당 신청을 하시는데로, 지정하신 금융 

기관으로 급여가 이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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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출하신 계좌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저희가 귀하께 즉시 통보해 드리며, 

종이 체크를 발행해 기록에 나와있는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해 드립니다. 

5. 지급액이 계좌에 입금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귀하의 진행중인 청구건을 처리한 뒤 영업일 기준 이틀 후면 

지급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귀하의 청구 서류를 월요일에 

처리하고 귀하의 급여 수령 자격이 확인되면, 급여는 그 주 수요일에 귀하의 계좌로 

입급되게 됩니다! 

6. 실업 보험(UI) 입금액에 대한 어떤 기록을 받게 되나요?  

저희가 귀하의 계좌에 자동 입금을 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귀하께 보내드립니다. 

귀하의 금융 기관 또한 실업 보험 입금 내역을 귀하의 월별 입출금 내역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본 사이트의 지급 내역(Payment History) 페이지에서도 자동 입금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공동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자동 입금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그러나 고용서비스부가 실업 보험 지급액 정보를 계좌의 다른 예금주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고용서비스부는 공동 계좌로 입금된 돈의 사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부서는 제3자의 계좌(청구인이 

법적 소유주/서명인이 아닌)로 수당 지급액을 입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8. 제 은행이 꼭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미국 내에 위치한 금융 기관이면 대부분 입금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시기 

전, 귀하의 금융 기관이 자동 입금을 받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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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여 지급액 일부만 계좌로 입금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 입금에 등록하기로 선택하시면 지급액 전액이 귀하가 정하신 하나의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10. 자동 입금을 사용해도 연방 및 컬럼비아 특별구 세금을 원천공제할 수 있나요? 

네. 처음 청구를 시작하실 때 연방 및 컬럼비아 특별구 세금을 주급 수당에서 

공제하도록 신청하셨으면, 달리 변경하시지 않는 이상 귀하의 수당 연도 내내 

이렇게 유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