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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고지 

2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법 적용 대상 업체 
Massachusetts Family and Medical Leave Law(메사추세츠 주 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법), M.G.L. c. 175M에 따른 권리 및 의무 
 

HEALTHALLIANCE HOME HEALTH AND HOSPICE 
INC 

(고용주 명) 

60 HOSPITAL ROAD  

(고용주 번지 주소) 

LEOMINSTER, MA 01453  

(고용주 도시, 주, 우편번호) 

042932308 

(연방 고용주 ID 번호) (FEIN) 

 

혜택 설명 

• 2021년 1월 1일부터, 귀하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아동의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육아에 대해, 또는 가족이 군대에서 현역 복무 중이거나 급박한 현역 소집 

명령을 통지 받은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적격한 긴급사태를 사유로 하여, 1혜택년에 최장 12주의 유급 

육아ㆍ간호 휴가를 낼 권리; 

o 자신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혜택년에 최장 20주의 유급 병가를 낼 권리 

o 의학적 치료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군복무와 관련이 있는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초래된 

상황에 대처하는 법 적용 대상 군 요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1혜택년에 최장 26주의 유급 육아ㆍ간호 

휴가를 낼 권리. 

 

• 2021년 7월 1일부터, 귀하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1혜택년에 최장 12주의 유급 육아ㆍ간호 휴가를 낼 권리. 

o 한 번의 1혜택년에, 합계해서, 최장 총 26주의 유급 육아ㆍ간호 휴가와 병가를 낼 권리. 

• 귀하의 주간 수당 금액은 직원의 소득에 근거할 것이며, 주당 최대 수당은 $8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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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보호, 건강 보험의 계속 유지, 보복 금지 

• 일자리 보호: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육아ㆍ간호 휴가 또는 병가를 낸 경우에는 귀하가 휴가일 당시와 동일한 

지위, 급료, 복리후생, 근속기간 인정 및 연공서열이 유지되는 상태로, 이전 자리로 또는 동등한 자리로 

복직되어야 합니다. 

 

• 건강 보험의 계속 유지: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고용-관련 건강 보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만약 귀하가 

휴가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면 보험보장이 제공되었을 수준과 조건으로 계속 제공해야 하고 그 보험료를 

계속 분담하여 불입해야 합니다. 

 

• 보복 금지: 고용주가 유급 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귀하에 

대해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차별당하거나 

보복당하는 직원 또는 예전 직원은, 그러한 위법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내에, 민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DFML Family and Employment Security Trust Fund(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 가족 및 고용 보장 신탁 

기금)에 불입하는 출연금 

2019년 10월 1일부터, Department of Family and Medical Leave (DFML) Employment Security Trust Fund(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 가족 및 고용 보장 신탁 기금)에 내는 출연금 불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료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지만, 전 직원에 대하여 DFML에 출연금을 불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출연금 비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고 

첨부된 발효일 고지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가 수당 청구서 제출 방법 

직원은 유급 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 수당 청구서를 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에 그 부서의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 수당 청구서 서식과 청구 설명서는 2021년 1월 전에 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의 웹사이트 

www.mass.gov/DFML에서 입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예상 휴가 개시일, 예상 휴가 기간 및 예상 복직 날짜를 최소한 30일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30일 전에 통지할 수 없는 직원은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동시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노사 단체 협약 또는 고용주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 휴가 및 이 법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유급 휴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되는 휴가 수당은 이 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휴가 수당의 할당에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http://www.mass.gov/DFML%EC%97%90%EC%8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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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에 따른 기금 출연금 불입 면제 

최소한 상기 법에 규정된 만큼 넉넉한 수당과 함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Department of Family and Medical 

Leave (DFML) Employment Security Trust Fund(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 가족 및 고용 보장 신탁 기금) 출연금 

불입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병가 출연금 면제, 육아ㆍ간호 휴가 출연금 면제, 또는 그 두 가지 모두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본 고지서와 동시에 민간 보험의 상세 내역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자신의 고용주가 민간 보험을 통해 휴가 수당을 제공하도록 승인을 받더라도 상기 법에 따라 일자리가 

보호되는 휴가를 낼 권리와 차별과 보복을 당하지 않은 권리를 누립니다. 

 

 

 
 

HEALTHALLIANCE HOME HEALTH 
AND HOSPICE INC 

 

(고용주 명칭) 

✓ 승인 받은 민간 보험이 없음; 

 육아ㆍ간호 휴가와 병가, 둘 모두에 대한 승인 
받은 민간 보험이 있음; 

 
 육아ㆍ간호 휴가에 대해서만 승인 받은 민간 

보험이 있음; 

 

 병가에 대해서만 승인 받은 민간 보험이 있음. 

 

Department of Family and Medical Leave (DFML: 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 연락처 정보 

Massachusetts Department of Family and Medical Leave (메사추세츠 주 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 

Charles F. Hurley Building 

19 Staniford Street, 1st Floor 

Boston, MA 02114 

(617) 626-6565 

www.mass.gov/DFML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더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의 웹사이트 www.mass.gov/DFML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mass.gov/DFML
http://www.mass.gov/DFML%EB%A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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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비율: 2019년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육아ㆍ간호 휴가 출연금 병가 출연금 총 출연금 

.13% .62% .75% 

 

2019년 10월 1일부터, Department of Family and Medical Leave (DFML) Employment Security Trust Fund(육아ㆍ간호 

휴가 및 병가부 가족 및 고용 보장 신탁 기금)에 내는 출연금 불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용주는 전 직원에 대하여 

DFML에 출연금을 불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총 출연금 금액은 임금의 00.75%입니다. 그 00.75% 총 출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누어 집니다. 

17.3%는 육아ㆍ간호 휴가 출연금이고 82.7%는 병가 출연금입니다. 

 

그 법에 따라, 고용주는 병가 출연금(임금의 0.372%) 중 최소환 60%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직원의 임금에서 병가 

출연금 중 최대 40%(임금의 0.248%)까지 그리고 육아ㆍ간호 휴가 출연금 중 최대 100%(임금의 0.13%)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병
가

 

불입해야 할 총 출연금: .62% 

HEALTHALLIANCE HOME HEALTH AND HOSPICE 
INC 

   은(는) 

병가 출연금 중 
 

 60 %를 출연하며 

(고용주 명)  

        40% 

 

는 귀하의 소득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나머지 

 

 

 

육
아
ㆍ
간
호

 휴
가

 

불입해야 할 총 출연금: .13% 

HEALTHALLIANCE HOME HEALTH AND HOSPICE INC 
 

   은(는) 

육아ㆍ간호 휴가 
출연금 중 

 
 

 0 %를 출연하며 

(고용주 명)  

    100% 

 

는 귀하의 소득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