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연방 임금 손실 지원 프로그램
임금 손실 지원
미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부(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DOES)가 컬럼비아 특별구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정된 주 동안 주당 $300 의 임금
손실 지원(Lost Wages Assistance, LWA)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LWA 는 실업 보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LWA 는 자격이 있는 청구인이 구로부터 받는 실업 혜택 외에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FEMA 프로그램입니다.

임금 손실 지원(LWA)이란 무엇입니까?
임금 손실 지원(LWA)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당 실업 혜택 외에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연방 FEMA 프로그램입니다.
LWA 를 받으려면, 귀하의 주당 실업 혜택 액이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하며, 귀하는 실업 상태이거나 COVID-19 으로 인한
혼란으로 부분적으로 실업 상태이어야 합니다.

임금 손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당 급여 소실 지원 $300 를 받으려면 귀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다음의 실업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최소 $100 이상의 주당 혜택 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DC 실업 보험(UI)
• 팬데믹 긴급 실업 수당(PEUC)
• 연장 혜택(EB)
• 팬데믹 실업 팬데믹 실업 지원(PUA)
• 공유 노동(단기 수당)
• 귀하가 실업자이거나 COVID-19 으로 인한 혼란으로 부분적으로 실업 상태임을 자가 증명.
참조: 초과 임금을 벌어서 주당 혜택인 실업 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 주에는 LWA 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임금 손실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금 손실 지원을 위해 별도의 청구나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DOES 가 귀하의 LWA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귀하는 본인이 실업자이거나 COVID-19 으로 인한 혼란으로 부분적으로 실업 상태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자가 증명의 세 가지 방법:
1.

2.
3.

2020 년 9 월 19 일부터, www.dcnetworks.org 에서 청구인 서비스 포탈에 로그인하면, LWA 와 관련된 자가 증명서 질문이
제시됩니다. 자가 증명서는 한 번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및 답변해 주십시오. 자가 증명서를 틀리게
작성할 경우, 직원의 도움 없이는 증명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 서비스 포탈에 접속할 수 없다면, (202) 724-7000 으로 전화하면 고객 안내 응대원이 자가 증명서 작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4058 Minnesota Avenue, NE, Washington, DC 20019 에 있는 DOES 본부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서류 양식을 통해 직접 자가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손실 지원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가 실업자이거나 COVID-19 으로 인한 혼란으로 부분적으로 실업상태라는 것이 증명되고 난 후, 귀하는 LWA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가장 이른 날짜로 소급하여 일괄 지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금 손실 지원은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의 기간은 연방 FEMA 펀드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FEMA 는 혜택이
2020 년 8 월 1 일부터 2020 년 9 월 5 일까지만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 월 21 일 자로, 구는 펀딩의 전체 육(6)주
중 사(4)주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곧 추가 2 주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