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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계약 세션, 공동 대화 및 대중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서 수집한 질문들 

 

색인: 

• 일반적인 질문 

• 자영업자 

• 급여 

• 기부금 

• 모두에게 가능 

• 동등한 계획 

• 기술적인 질문 

• 기타 고용주 질문 

• 기타 직원 질문 

 

일반적인 질문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는 무엇입니까?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는 오리건의 직원들이 생활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직원은 언제 유급 휴가를 낼 수 있습니까? 

대답: 직원은 3가지 유형의 생활 사건에 대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 웹사이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십시오. 

https://paidleave.orego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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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 

• 자녀와의 유대 

o 출생 후 첫해 

o 입양 후 

o 위탁 양육으로 가정에 들어왔을 때 

병가: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돌보기 위해 

안전 휴가: 성폭행, 가정 폭력, 괴롭힘 또는 스토킹의 생존자를 위해.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 오리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리건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유급 휴가를 신청하기 전해에 최소 1,000달러를 벌어들인 직원이라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으로 일하든, 비정규직으로 일하든, 또는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든 그것은 합산됩니다. 

• 자영업자이거나 독립 계약자일 경우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지만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족 정부의 직원도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하는 부족 정부는 일부 또는 모든 기업에 대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방 정부 직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질문: 고용주가 오리건 유급 휴가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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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25명 또는 그 이상인 고용주는 비용을 지불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25명 미만인 소규모 고용주는 기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직원 

기부금을 수집 및 제출하고 고용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을 선택하면 기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부족 정부는 직원들에게 기업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유급 휴가 혜택을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기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 프로그램 기금은 어떻습니까? 

대답: 유급 휴가는 우리 모두가 지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원에게 적용되는 지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은 기부율의 60%를 지불합니다. 오리건 고용부는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금액을 결정하며 그 금액은 직원의 총 임금의 1%를 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직원의 월급이 총 1,000달러인 경우 해당 월급에 대해 기부금의 

일부로 6달러를 지불합니다.  

• 2023년 기부율은 1%입니다.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지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기부율의 40%를 지불합니다.  

•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상이고 급여로 1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기업은 

매해 오리건 유급 휴가에 10,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금액의 40%(4,000달러)를 지불하고 직원들의 기부금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Paid Leave Oregon                                                                                                                     4    
Paid Leave Oregon – FAQs                                                                                Paid Leave Oregon/FAQ/KO/9.22                     

•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한 혜택으로서 직원 기부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직원이 25명 미만인 소규모 고용주는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원 

기부금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지원 보조금은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는 언제 시작됩니까? 

대답: 고용주와 직원 기부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직원은 2023년 

9월 3일부터 유급 휴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누가 오리건주에서 유급 휴가법을 통과시켰습니까? 

대답: 기업, 노동자 및 기타 사람들은 적어도 2016년부터 오리건에서 유급 휴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오리건주 입법부는 2019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오리건의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상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활에서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때가 있게 

됩니다. 

 

질문: 저는 X명의 직원을 가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야 합니까? 

대답: 직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직원들의 

기부금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오리건 유급 휴가 자격이 있고 휴가를 

받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직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기부금의 고용주 부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들의 기부금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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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기업에는 임시 노동자만 있습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는 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대답: 그것은 임시 노동자를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귀하의 임시 노동자들이 직원이라면 귀하는 고용주입니다. 직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기부금의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는 휴가를 받은 직원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임시 노동자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면 프로그램에서 자영업자로 간주되며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참여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그들을 위해 기부금을 지불하거나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책임이 

없습니다. 

 

질문: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 오리건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귀하가 일하는 기업의 직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월급에서 직원 분담금을 공제하며 귀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소규모 고용주인데 직원 중 한 명이 휴가를 받으면 기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대답: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기부금을 수집 및 

지불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휴가 기간 일자리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에 고용주로 기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가 자격을 가지면 휴가를 가게 하고 그들이 없는 동안 일자리를 

https://paidleave.oregon.gov/Documents/Program%20Resources/Paid-Leave-Small-Employers-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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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노동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WorkSource 오리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는 오리건주에서 고용주와 노동자를 

연결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제가 농촌 지역의 소규모 고용주(또는 농장주)라면 휴가 중에 어떻게 

노동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대답: 많은 소규모 고용주들, 특히 농촌 지역의 고용주는 다른 직원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유급 휴가를 받았을 때 우리 WorkSource 센터에서 

다른 직원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orkSource 오리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질문: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 고용주가 납부 기한에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질문: 자영업자인 경우 참여해야 합니까? 

대답: 자영업자이거나 독립 계약자라면 오리건 유급 휴가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장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장을 

선택하면 직원과 동일한 방식 즉 기부율의 60%를 프로그램에 지불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선택하고 2023년 9월 3일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orksourceoregon.org/business
https://worksourceoregon.org/business
https://worksourceoregon.org/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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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기업의 소유자이자 유일한 직원입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대답: 그것은 귀하의 기업과 귀하가 자기 급여를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직원처럼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오리건 유급 휴가는 귀하를 직원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직원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지불합니다. 

• 귀하가 기업의 유일한 직원인 경우 직원이 25명 미만이므로 소규모 

고용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고용주 부분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율은 2023년에 1%로 설정되었습니다. 직원은 이 중 60%를 

지불합니다. 유일한 직원으로서 직원 기부금을 지불합니다. 

• 독립 계약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자신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오리건 

유급 휴가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장을 선택하면 직원 

기부금과 동일하게 기여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선택하고 2023년 9월 3일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질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대답: 전년도에 최소 1,000달러를 벌어들인 오리건주의 직원은 대부분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3일부터 자격을 갖춘 직원은 휴가를 받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유급 휴가를 신청하고 오리건 유급 휴가 

프로그램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오리건 유급 휴가가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주가 동등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직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확보되면 오리건 

유급 휴가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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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최대 금액이 있습니까? 

대답: 급여는 직원이 전년도에 번 임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직원마다 

급여 금액이 다릅니다. 직원이 받는 최대 금액은 지역의 평균 주간 임금의 

120%로서 지역의 전체 직원이 받는 평균 금액입니다. 2023년도 오리건주의 평균 

주간 임금은 1,224.82달러입니다. 이를 기초하여 최소 주간 급여는 61.24달러이고 

최대 주간 급여는 1,469.78달러입니다. 오리건 고용부는 매년 7월 이 평균 주간 

임금을 업데이트합니다.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는 어떤 종류의 휴가를 보장합니까?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유급 휴가를 보장합니다. 가족, 

의료 및 안전 휴가  

가족 휴가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 자녀의 출생 

• 자녀와의 유대 

o 출생 후 첫해 

o 입양 동안 

o 위탁 양육으로 가정에 들어왔을 때 

병가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보기 위해 

안전 휴가 

• 성폭행, 가정 폭력, 괴롭힘 또는 스토킹의 생존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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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가 계절 직원에게 적용됩니까? 

대답: 노동자가 직원처럼 급여를 받고 전년도에 1,00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았으며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유급 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절 직원이 오리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에 의해 계절 직원의 일자리가 보호됩니까? 

대답: 직원이 한 고용주를 위해 90일 동안 연속 근무한 경우 유급 휴가를 받는 

동안 그의 일자리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 두 번째 주에 유급 휴가를 

신청하면 일자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 기부금이란 무엇이며 언제 시작됩니까?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 기부금은 고용주와 직원이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기부금은 2023년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직원은 2023년 9월 

3일부터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총 기부율은 최대 132,900달러의 임금에 대해 1%로 

설정되었습니다. 부서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비율과 임금 상한을 

결정합니다. 

• 직원은 기부율의 60%를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급여가 총 

1,000달러인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기부율의 일부로 6달러를 지불합니다. 

•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는 기부율의 40%를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5명 이상이고 급여로 1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기업은 매해 오리건 

유급 휴가에 10,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금액의 

40%(4,000달러)를 지불하고 직원은 60%(6,000달러)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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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직원을 위한 혜택으로 직원 기부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25명 미만인 소규모 고용주는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 기부금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원 보조금은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됩니다. 

 

질문: 회사의 임원들이 기부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대답: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 임원은 이 법 조항의 항목 (13)에 정의된 "직원"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 회사 임원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다음 규칙에 따라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o 보너스, 수수료 및 상품 

o 선물 

o 보수 유형 

o 현금 이외의 보수 

o 회사 임원 및 주주배당금 

둘 다 회사 임원에게 해당된다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에 대한 

"임금"으로 간주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직원 기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유급 휴가를 위한 대규모 고용주인 경우 기업은 회사 임원의 임금에 대한 

고용주 기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 비영리 단체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답: 예,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와 그 직원들에게 보장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리건주의 거의 모든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보장됩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 유급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25명 이상인 비영리 고용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 

https://oregon.public.law/statutes/ors_657b.010
https://secure.sos.state.or.us/oard/viewSingleRule.action;JSESSIONID_OARD=aWUEg1aiCpYQ8x_BG0GtQ3v_SsunlKNLeIf3EZsx7hajOKnTiKwz!-1156552039?ruleVrsnRsn=286265
https://secure.sos.state.or.us/oard/viewSingleRule.action;JSESSIONID_OARD=aWUEg1aiCpYQ8x_BG0GtQ3v_SsunlKNLeIf3EZsx7hajOKnTiKwz!-1156552039?ruleVrsnRsn=286268
https://secure.sos.state.or.us/oard/viewSingleRule.action;JSESSIONID_OARD=aWUEg1aiCpYQ8x_BG0GtQ3v_SsunlKNLeIf3EZsx7hajOKnTiKwz!-1156552039?ruleVrsnRsn=286270
https://secure.sos.state.or.us/oard/viewSingleRule.action;JSESSIONID_OARD=aWUEg1aiCpYQ8x_BG0GtQ3v_SsunlKNLeIf3EZsx7hajOKnTiKwz!-1156552039?ruleVrsnRsn=286271
https://secure.sos.state.or.us/oard/viewSingleRule.action;JSESSIONID_OARD=aWUEg1aiCpYQ8x_BG0GtQ3v_SsunlKNLeIf3EZsx7hajOKnTiKwz!-1156552039?ruleVrsnRsn=28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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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지불하고 직원 기부금을 수집, 제출하고 휴가를 받은 유자격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25명 미만인 비영리 고용주는 고용주 

기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직원 기부금을 수집, 제출하고 일자리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이 프로그램에 종교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답: 예, 이 프로그램은 종교 단체와 그 직원들에게 보장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리건주의 거의 모든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보장됩니다. 종교 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 유급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25명 이상인 종교 단체의 고용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주 기부금을 지불하고 

직원 기부금을 수집, 제출하고 휴가를 받은 유자격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25명 미만인 종교 단체의 고용주는 고용주 기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직원 기부금을 수집, 제출하고 일자리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는 프로그램 자격을 위해 기업의 직원 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답: 기업체의 규모는 오리건주 안팎에서 일하는 평균 직원 수(비정규직 및 

정규직 직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숫자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유급 휴가를 

받았을 때 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직원 중 일부는 오리건주에 있고 다른 직원은 다른 주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고용주 기부금은 총 고용주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오리건주 

내에서 일하는 직원 수와 주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 수가 포함됩니다. 직원이 25명 



 

Paid Leave Oregon                                                                                                                     12    
Paid Leave Oregon – FAQs                                                                                Paid Leave Oregon/FAQ/KO/9.22                     

이상인 경우 오리건주에서 임금을 받는 직원에 대한 기부율의 고용주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오리건주에서 임금을 받는 

직원에 대한 기부율의 고용주 몫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오리건 회사에는 오리건에서 일하는 직원이 3명, 아이다호에서 일하는 직원이 

21명, 애리조나에서 일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회사는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기부율의 40%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리건에서 일하는 3명의 직원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주 기부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가능 

질문: 소외된 지역 사회와 다양한 인구를 우선시합니까? 

대답: 우리는 지역 사회, 기업, 직원 및 옹호 단체와 협력하여 오리건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 사회가 오리건 유급 휴가와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공동 행사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동등한 계획 

질문: "동등한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대답: 동등한 계획은 오리건 고용부가 승인한 유급 휴가 계획으로써 오리건 유급 

휴가가 제공하는 혜택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주가 이미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했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오리건 고용부에 

동등한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계획 검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오리건 유급 휴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등한 계획은 다음을 의미함을 유의해주십시오: 

https://paidleave.oregon.gov/employers/Pages/equivalent-pla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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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 유급 휴가가 제공하는 것과 같거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 급여에서 기부금을 오리건 유급 휴가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먼저 오리건 고용부가 계획을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어떤 보험 단체가 오리건 유급 휴가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까? 

대답: 소비자 및 기업 서비스의 금융 규제 오리건 부서는 보험 단체를 승인하며 

일단 승인되면 보험 단체는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선택하든 고용주는 유급 휴가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제출하여 오리건 유급 휴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고용주로서 우리는 직원들에게 동등한 계획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는 2022년 9월부터 오리건의 유급 휴가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수락합니다. 새로운 동등한 계획의 신청 수수료는 

250달러입니다. 고용주가 동등한 계획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모든 청구, 혜택 및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험 회사에서 보험 정책을 

구입합니다. 

2. 자기의 고유한 동등한 계획을 만듭니다. 이것은 고용주가 제 3자 관리자를 

채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계획의 청구, 혜택 및 지불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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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경우 오리건 유급 휴가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기 전에 동등한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동등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 회사에는 이미 유급 휴가(PTO) 정책이 있습니다. 오리건 고용부가 

우리 정책을 검토하여 동등한 계획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답: 현재 PTO정책을 오리건 유급 휴가와 동등한 계획으로 사용하려면 2022년 

9월부터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등한 계획의 신청 수수료는 

250달러입니다. 동등한 계획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한 

계획은 다음을 의미함을 유의해주십시오: 

• 오리건 유급 휴가가 제공하는 것과 같거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직원 급여에서 기부금을 오리건 유급 휴가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먼저 오리건 고용부가 계획을 승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 PTO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적인 질문 

질문: 오리건 유급 휴가는 "임금"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실업 임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가 임금을 정의하는 방식은 실업 보험이 정의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의 임금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https://paidleave.oregon.gov/employers/Pages/equivalent-plan.aspx
https://paidleave.oregon.gov/employers/Pages/equivalent-pla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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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및 시급 

• 청부율 및 작업 단위 급여 

• 휴가, 병가 및 휴일 급여 및 유급 휴가(PTO) 

•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너스, 수수료 및 상금 

• 보상 기일 및 대기 급여 

• 수수료 또는 계약된 임금 

• 질병 및 사고 장애 급여 

• 서비스에 대한 배당금 및 분배금 

• 팁 및 사례금 

• 해임 및 해고 수당 

• 숙박 등 현금 외 보상(농촌 및 가정 직원 제외) 

• 회사 차량, 회사 주차 요금, 제 3자(예하면 보험 회사)에 의한 병가 및 

피부양자 지원과 같은 부가 혜택 

 

오리건 유급 휴가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 또는 직원이 지불하는 국세법(IRC) 조항 125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소비계정 및 건강 보험 계정에 대한 지불  

• 고용주가 지불하는 건강, 치과 및 기타 보험 

• IRC 조항 125 계획에 따라 직원이 지불하는 건강, 치과 및 기타 보험 

• 계획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하는 식사 및 여행 비용 및 일당 경비비 

• 퇴직금 또는 연금 소득 

• 노동자 보상금에 따른 질병 또는 사고 장애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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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정의하는 방법에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업 보험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명확하게 하고 고용주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정 W2 상자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대답: 우리는 오리건 유급 휴가에 사용할 W2 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즉시 고용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질문: 고용주가 직원 부분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과세 소득입니까? 

대답: 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 국세청과 협의 중입니다.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질문: S-Corp 소유권에 대한 다른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대답: 요구 사항은 똑같습니다. 귀하가 S-Corp의 직원이고 월급을 임금으로 받는 

경우 오리건 고용부는 귀하를 오리건 유급 휴가가 보장되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직원 기부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불금이나 분배금만 받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자영업자로서 

오리건 유급 휴가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장을 선택하면 직원 기부금과 

동일하게 기여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선택하고 2023년 9월 

3일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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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주에게 상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리건 유급 휴가와 실업 보험 간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답: 실업 보험과 달리 오리건 유급 휴가에는 상환 옵션이 없습니다. 상환 

고용주인 경우 현재 분기별 또는 연간 실업 기부금을 지불하는 대신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해 주 실업 신탁 기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 

프로그램에는 상환 옵션이 없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오리건 유급 휴가 임금을 

목록화하고 매 분기마다 통합 급여 보고서에 준하여 유급 휴가 기부금을 

지불합니다.  

 

질문: 기부금 징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오리건 결합 분기별 세금 보고서 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에 추가하기 위해 양식 OQ 및 양식 132를 

포함하여 급여세 양식에 대한 업데이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양식은 2023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문: 대량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는 통합 급여 보고 시스템에서 실업 보험과 같이 대량 

신고자에 대한 동일한 제출 규칙을 사용합니다. 오리건 고용부의 새로운 시스템은 

2022년 9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ances Online은 2022년 3분기 신고부터 

오리건 급여 보고 시스템(OPRS) 및 고용주 계정 액세스(EAA) 포털을 대체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실업 보험세, 근로자 복지 기금(WBF), 주 원천징수세, Lane 및 

TriMet 대중교통세를 포함한 통합 급여 보고를 지원하고 2023년 1분기부터 주 

전역 대중교통세(STT) 및 오리건 유급 휴가 기부금을 지원합니다. 

francesinfo.oregon.gov에서 프랜시스 및 파일 사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francesinfo.orego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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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돌아가 직원의 급여에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까? 

대답: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계획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원 기부금 공제를 잊어버린 경우 실수를 확인한 후 첫 

분기 이내에 직원 급여에서 기부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급여 명세서에 이 세금을 기록하기 위해 특별한 표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 직원 기부금은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질문: 고용주나 급여 서비스 제공자가 새로운 곳에 등록해야 합니까? 

대답: 예. 2022년 9월부터 오리건 고용부의 새로운 시스템인 Frances Online은 

2022년 3분기 신고부터 오리건 급여 보고 시스템(OPRS) 및 고용주 계정 

액세스(EAA) 포털을 대체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실업 보험료, 근로자 복지 

기금(WBF), 주 원천징수세, Lane 및 TriMet 대중교통세를 포함한 통합 급여 보고를 

지원하고 2023년 첫 분기부터 주 전역 대중교통세(STT) 및 오리건 유급 휴가 

기부금을 지원합니다. 새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새 온라인 계정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곧 고용주에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세금에 대한 계정 번호를 알고 있습니까? 

대답: 고용주는 보고서 제출, 지불 또는 귀하의 오리건 유급 휴가 계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기업 식별 번호(BIN)를 사용합니다. 모든 통신, 통계 보고 및 지불에 

BIN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 양식에는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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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주는 오리건 유급 휴가 기부금에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대답: 고용주는 오리건 결합 분기별 세금 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에 추가하기 위해 2023년 1월 이전에 발표할 양식 OQ 및 양식 

132에 대한 업데이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고용주는 오리건 유급 휴가에 따라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임금, 직원 수 및 납부해야 하는 기부금 부분을 

작성합니다. 매 고용주는 유급 휴가 대상 임금이 포함된 오리건 직원 상세 

보고서(양식 132)도 제출해야 합니다. 오리건 결합 분기별 세금 보고서(양식 

OQ)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전에 마감됩니다.  

 

기타 고용주 질문 

질문: 저는 오리건주에서 살며 일하는 원격 노동자가 있는 다른 주의 

고용주입니다. 제 기업이 참여해야 합니까? 

대답: 때에 따라 다릅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는 연방 실업 보험 프로그램 및 

워싱턴 유급 휴가 프로그램과 동일한 지방 표준을 사용합니다. 오리건에서 일하며 

살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는 기부금 중 직원의 몫을 모아 오리건 유급 

휴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주의 직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오리건주에서 

임금을 받는 직원에 대한 기부금의 고용주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직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고용주는 오리건주에서 임금을 받는 직원에 대한 

기부금의 고용주 몫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리건주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직원은 직원 기부금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주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오리건 거주자는 오리건 유급 

휴가에 대한 기부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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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기업이 워싱턴 주와 같이 이미 유급 휴가 프로그램이 있는 주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도 참여해야 합니까? 

대답: 기업의 각 직원이 근무하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는 연방 

실업 보험 프로그램 및 워싱턴 유급 휴가 프로그램과 동일한 지방 표준을 

사용합니다. 같은 직원에 대해 두 주에서 기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직원이 

주로 오리건에서 일하는 경우 직원 기부금을 수집하고 워싱턴과 오리건에서 

벌어들인 모든 임금에 대해 고용주 기부금을 오리건 유급 휴가에 지불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두 번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 동일한 기부 규칙을 

적용하도록 워싱턴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 질문 

질문: 지금 유급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대답: 오리건 유급 휴가는 2023년에 시작됩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2023년 

1월부터 기부금을 납부하기 시작하고 직원은 2023년 9월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Frances Online을 통해 휴가를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는 또한 사람들이 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리소스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프로그램이 더 일찍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혜택이 필요합니다. 

대답: 우리는 귀하의 우려를 이해하며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는 2019년 8월에 법으로 서명되었으며 COVID-19 

전염병은 2020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대유행병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실업 보험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https://paidleave.oregon.gov/Pages/resour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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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 방식, 보유한 자원의 양, 프로그램을 얼마나 빨리 출시하겠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리소스 안내서를 친구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자격이 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ttps://paidleave.oregon.gov/Pages/resources.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