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COVID
-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은 식품 구입,
의료 서비스 이용, 재정 지원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혜택의 경우 다른 요인(예:
임신, 이민 신분)에 따라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인들을 위한 혜택
의료보험
Medicaid
다음의 경우, Medicaid 자격이 됩니다.
19세에서 64세 사이
⃞

그리고
자녀 없이 독신이고 월소득 $1,467, 또는 연소득
$17,609 미만인 경우
⃞

2인 가정이고 가정의 소득이 월소득 $1,982, 또는
연소득 $23,792 미만인 경우
⃞

NYState of Health 웹사이트에서 옵션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아동 의료보험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위에 언급된 성인 대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아동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NYState of Health 웹사이트에서 옵션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4인 가정이고 가정의 소득이 월소득 $3,013, 또는
연소득 $36,156 미만인 경우

식료품 구입을 도와주는
푸드 스탬프(SNAP)

NYState of Health website 에서 Medicaid를
신청하거나, GetCoveredNYC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65세 이상이고, 맹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888-692-6116번으로 HRA에 전화해서 Medicaid에
대해 문의하세요.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가족들이 건강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전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경우, SNAP 자격이 됩니다.

⃞

자녀 없이 독신이고 월소득 $1,354, 또는 연소득
$16,248 미만인 경우
⃞

NY State of Health
다음의 경우, NYState of Health 자격이 됩니다.
⃞

19세에서 64세 사이

⃞

2인 가정이고 가정의 소득이 월소득 $5,746, 또는
연소득 $68,960 미만인 경우

2인 가정이고 가정의 소득이 월소득 $1,832, 또는
연소득 $21,984 미만인 경우
⃞

그리고
자녀 없이 독신이고 월소득 $4,253, 또는 연소득
$51,040 미만인 경우
⃞

⃞

4인 가정이고 가정의 소득이 월소득 $8,733, 또는
연소득 $104,8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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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정이고 가정의 소득이 월소득 $2,790, 또는
연소득 $33,480 미만인 경우

ACCESS HRA를 통해 온라인으로 SNAP을 신청하세요.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업데이트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고지사항: 본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의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은 개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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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은 식품 구입,
의료 서비스 이용, 재정 지원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혜택의 경우 다른 요인(예:
임신, 이민 신분)에 따라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아프거나 가족을 돌보는 경우
연방법에 따라, 자영업자는 COVID
-19와 관련된
휴가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자격이 됩니다.
⃞

정부 또는 의료 제공자의 명령에 의한 격리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없음
⃞

정부 또는 의료 제공자의 명령에 의해 격리된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음
⃞

COVID-19 증상이 있어서 의학적 진단을 받으려
하는 경우
⃞

학교나 보육시설이 폐쇄되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자영업자 대상 유급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일자리를 잃은 경우
지급
COVID-19로 인해 더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예정된 일자리가
취소되었거나, 일시 해고를 당한 경우
판데믹 실업 수당
판데믹 실업 수당(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은 보통 때는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의 자격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 소득을 제공합니다. 비록
독립 계약자여서 보통 때는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뉴욕 노동부(NY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스템이 UI 또는 PUA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데믹 실업 보상
판데믹 실업 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은 일반적인
주당 실업 수당 외에 추가로 주당 $600를 제공합니다.
UI 또는 PUA에 자격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PEUC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업데이트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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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본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의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은 개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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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은 식품 구입,
의료 서비스 이용, 재정 지원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혜택의 경우 다른 요인(예:
임신, 이민 신분)에 따라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혜택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아프거나 가족을 돌보는 경우

뉴욕주 병가
뉴욕주의 병가 및 가족 휴가는 추가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제공합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근한 경우 자격이 됩니다.
⃞

정부 또는 의료 제공자의 분리 또는 격리 명령

연방 병가 및 가족 휴가
직원이 5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다음
자격이 됩니다.
●

유급 병가(급여 전액) 정부 또는 의료 제공자의
명령에 의한 격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COVID-19 증상으로 아파서 의료 진단을
받으려 하는 경우

●

유급 병가(급여의 2/3) 정부의 명령이나 의료
제공자의 조언에 의해 격리된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최대 추가 10주의 유급 확장 가족 휴가 및 의료
휴가(급여의 2/3) COVID-19로 인해 학교나
보육시설이 폐쇄되어 아동을 돌보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이러한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돌봄
⃞

해당 고용주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이러한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YState Dept of Labor)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뉴욕시 병가
뉴욕시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는 뉴욕시 직원에 대한
최대 40시간의 유급 또는 무급 병가(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를 포함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현 고용주를 위해 120시간 이상 일한 경우
⃞
⃞

이민 신분과 상관없음

해당 고용주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이러한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업데이트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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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사항: 본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의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은 개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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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COVID
-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많은 사람들은 식품 구입,
의료 서비스 이용, 재정 지원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혜택의 경우 다른 요인(예:
임신, 이민 신분)에 따라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위한 혜택
일자리를 잃은 경우
지급
COVID-19로 인해 더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예정된 일자리가
취소되었거나, 일시 해고를 당한 경우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COVID
-19에 걸린 경우,
Workers’ Compensation을 통해 현금 급여, 치료, 또는
둘 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Board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판데믹 실업 수당
판데믹 실업 수당(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은 보통 때는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의 자격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 소득을 제공합니다. 비록
독립 계약자여서 보통 때는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뉴욕 노동부(NY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스템이 UI 또는 PUA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 COVID19에 걸렸고, 장애를
가졌고,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도움
업무 시간 이외에 COVID
-19에 걸렸고, 장애를 가져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판데믹 실업 보상
판데믹 실업 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은 일반적인
주당 실업 수당 외에 추가로 주당 $600를 제공합니다.
UI 또는 PUA에 자격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PEUC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Korean

업무 중 COVID-19로 아픈
경우 받을 수 있는 도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업데이트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고지사항: 본 문서에서 제공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의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은 개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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