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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안 거절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할 때 거절한 일자리 제안을 보고해야 하며 적합한 일자리를 수락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적합한 일자리는 사전 교육, 근무 경험, 교육, 건강, 안전 및 도덕성과 연관됩니다.  

• 타당한 이유는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는 데 있어 개인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 부정 청구는 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 거부를 포함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자리 제안을 보고하는 개인들 

어떤 이유로든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절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eServices(인터넷 서비스)로 귀하에게 설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일자리 제안을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 제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전화, 이메일 또는 서신) 

• 귀하는 제안된 일자리 종류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귀하가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당시에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귀하가 지속적으로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을 결정하는 동안 조건부로 주간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입니다. 추후 

귀하에게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격이 없는 수당을 징수할 것입니다. 

적합한 일자리 

귀하의 사전 교육, 업무 경험 및 교육과 연관이 있으면 일자리가 "적합"하다고 간주합니다. 

일자리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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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가? 

• 직업 훈련 외에도 그 일을 하려면 더 많은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내가 전에 이런 종류의 일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일자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귀하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도 고려할 것입니다.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해당 일자리 제안이 귀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미칠 위험의 정도도 고려할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자리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타당한 이유는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는 데 있어 개인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 귀하가 65 세 이상이거나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영문)에서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경우. 

• 귀하가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근무지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일자리를 거절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귀하의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는 일자리를 거절하고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안받은 일자리보다 실업 상태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경우.  

• 일하고 싶지 않은 경우. 

• 일자리로 복직하는 것이 불안하지만, 다른 납득할 만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 적합한 일자리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 직업을 바꾸고 싶은 경우.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정규직으로 복직할 예정이지만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 다른 고용주가 일자리를 제안하길 기다리고 있는 경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at-increased-risk.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need-extra-precautions%2Fpeople-at-higher-risk.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at-increased-risk.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need-extra-precautions%2Fpeople-at-higher-ris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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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지 않은 근무지 

워싱턴 고용주는 안전한 근무지를 유지하기 위해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주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및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의 요구 사항 및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영문 링크).  

근무지 안전 문제로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근무지 상태가 안전한지 평가합니다. 주 및 

연방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고용주 모두의 정보도 고려합니다. 

고용주가 주 또는 연방법 및 지침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전한 근무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일자리는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근무지가 

안전하고 적합한 근무지 안전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 청구 

매주 청구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직 제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진실되게 증명해야 

합니다. 복직 제안을 받았다고 통보하면 귀하와 고용주에게 문의하여 귀하가 여전히 실업 

수당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고의로 정보를 숨긴 경우에는 사기로 간주됩니다. 

부정 청구에 대한 결과 

고의로 정확한 근로 및 소득, 근로 가능 여부 또는 별거 이유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 거부, 수당 상환, 재정 처벌 및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귀하에게는 귀하의 실업 수당에 관해 저희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결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가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일자리 제안이 적합한지 여부. 

수당 이의 제기 및 제출 방법(영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business-response.html
https://www.lni.wa.gov/agency/outreach/novel-coronavirus-outbreak-covid-19-resources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ResourcesandRecommendations
https://www.doh.wa.gov/Emergencies/NovelCoronavirusOutbreak2020COVID19/ResourcesandRecommendations
https://esd.wa.gov/unemployment/benefit-denials-and-appe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