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quently Asked Questions Exemption from the Weekly Work Search 
Requirement - Unemployment Insurance 

(This document was translated on March 27, 2020. There may be updated information after this 
date.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update this translation in a timely manner for all important 

updates.) 

주간 구직 요건 면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 실업 보험 

(본 문서는 2020년 3월 27일에 번역됐습니다. 번역된 이후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업데이트가 적시에 번역되고,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 주비상사태 동안 구직을 하도록 요구됩니까? 

메릴랜드 노동부 장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청구자들이 

매주 적극적으로 구직을 이행해야한다는 조건을 10주 동안 면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현존하는 실업 보험 수혜자들과 신규 실업 보험 수혜자들을 위해 구직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면제는 주비상사태가 종료되고 난 후, 30일 이내에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들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재취업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청구자들은 개별 

재취업 계획(IRP)을 개발하기 위한 재취업 서비스 및 자격 평가(RESEA) 조력자와 1대 1 전화 세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구자는 주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개별 재취업 계획(IRP)에 상세히 명시된 

의무들을 완료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2. 저는 구직 요건 면제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경우엔 매주 구직을 

해야합니까? 

현재 실업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2020년 3월 20일 그 주부터 시작해서 10주 동안 주간 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저는 재취업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선택됐습니다. 주비상사태 동안 워크샵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주비상사태 동안 재취업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선택됐다면, 재취업 서비스 및 가격 평가(RESEA) 

조력자와 1대 1 전화 세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1대 1 전화 세션 동안 재취업 서비스 및 자격 

평가(RESEA) 조력자와 협력해, 개별 재취업 계획(IRP)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개별 재취업 계획(IRP)에 상세히 명시된 활동들을 완료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4. 주비상사태 동안 구직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이 개선된 다음, 저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까? 

네! 실업보험국은 메릴랜드 인력 교환(Maryland Workforce Exchange)에서 온라인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아래에 나열된 활동들을 완료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완료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비즈니스들이 다시 채용할 때, 귀하가 신속하게 고용될 수 있도록, 기술와 훈련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MWE-REX에서 가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재취업 활동들: 

1. 셀프 서비스 노동 시장 조사 

2. 기술 자체 평가 

3. 웹에 연결된 외부 직업 소개(예: Career Builder, Indeed, LinkedIn) 

4. REX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킹 이벤트 

5. ALISON-REX의 교육 과정 수료 

6. MWE-REX에 게시된 이벤트 참석 

7. 가상적인 모집 

8. 사립 고용 기관 또는 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배치 시설에 대한 작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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