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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유급 휴가는 오리건주의 직원들이 가족, 의료 및 안전 휴가를 위해 유급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날짜 

2023년 1월 1일  자영업자들의 유급 휴가 대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3년 9월 3일  혜택이 시작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오리건의 유급 휴가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혜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근무지가 오리건주 일 경우; 그리고 

 귀하의 신청 전 과세 연도에 자영업으로 오리건주에서 최소 $1,000의 

순소득(경비 공제 후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저는 자영업자 입니까? 

오리건 유급 휴가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자영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대신, 자신의 사업체를 위해 일 하는 경우; 그리고 

 세금 신고시 사업 수익을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영업자로서 오리건 

유급 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준비하세요.  

주요정보: paidleave.oregon.gov 

https://paidleave.oregon.gov/Pages/default.aspx
https://paidleave.orego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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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세요 

2023년 1월 1일 부터 오리건 유급 휴가 대상이 될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Frances 

Online에서 계정을 만드세요. 여기에 몇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Frances Online 에서 자영업자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 대상자로 선택하는 경우 최소 3년 동안 기여금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 해야합니다. 

 전년도의 오리건주 및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오리건 유급 휴가를 선택하는 방법 

스텝 1: 문서수집  

지원 전에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년도 오리건 및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 (사본이 없는 경우 오리건주 세무청에 

사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과세 연도의 자영업 순소득 (경비 공제 후 소득). 

스텝 2: 자영업자 유급 휴가 대상 신청 

Frances Online 에서 유급 휴가 대상이 될 것을 신청 합니다. 

스텝 3: 분기별 기부금을 납부 

귀하의 신청서가 승인 된 후, 오리건 고용부는 해당 분기의 기부금액에 대한 지불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 순소득 1%에서 직원으로서의 기부금 60%를 

4분기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Revenue Online에서 금액을 지불합니다. 

스텝 4: 연간 소득 확인 

매년 4월 30일에 (세금신고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10월 30일까지) Frances Online 을 

이용하여 오리건주 고용부에 오리건주 및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https://paidleave.oregon.gov/Pages/default.aspx
https://frances.oregon.gov/Employer/_/
https://frances.oregon.gov/Employer/_/
https://frances.oregon.gov/Employer/_/
https://revenueonline.dor.oregon.gov/tap/_/
https://frances.oregon.gov/Employer/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