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이름  
주소  

  
일시적  무급휴직  및  대기  상태  공지  

  
(Name)  님께.  

신종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재정  및  운영상의  사유로  귀하의  직책,  [position  title]이  
2020년  9월  13일  자로  무급휴직  처리가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무급  
휴직으로  현재  귀하의  직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0년  9월  13일  자로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업무  또는  작업장에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추후  복귀를  하게  될  경우  15일  이전  통지를  할  것입니다.  무급휴직  기간  본  
대학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실업수당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30일에서  2020년  9월  12일까지의  급여는  
2020년  9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지급됩니다.      

개인  연락처의  업데이트가  있으면  매니저와    부서  별  HR에  알려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업무로의  복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꼭  본  대학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현재  건강  보험,  장기  장애  및  생명  보험을  포함하는  GIC  그룹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무급휴직  동안  보험  가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해야  합니다.    GIC에서  직접  보험료  고지서를  받거나  
축적된  휴가(보상휴가,  개인휴가,  휴가,  병가  순)를  사용하여  직원  부담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대학은  GIC  건강보험의  고용자  부담금을  계속해서  
납부할  것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지원부(DUA)는  긴급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DUA  조건을  충족하는  
무급휴직자도  포함합니다.  파트타임  혹은  축적된  휴가  사용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면    
DUA에  신고하여  실업수당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요  사항:    무급휴직에  따른  
복리후생의  영향이  이  공지와  함께  동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문이  있으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인사  서류  

동봉:   2020  가을  무급휴직에  따른  복리후생의  영향  

      실업수당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