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일: 00/00/0000

청구인 이름
청구인 주소
시, CA 우편 번호

구직 등록 요청 통지서
고용 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에서는 실업 수당을 신청하신 분들께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인 CalJOBSSM 를 통한 구직 등록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EDD 에서는 청구인이 실업 수당을 신청할 때 해당
청구인의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일로부터 21 일 이내에 CalJOBSSM 에 접속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력서를 첨부하십시오.
CalJOBSSM 를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가장 최근 근무 경력을 추가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CalJOBSSM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www.caljobs.ca.gov 에 접속해 성과 이름의 첫 글자 그리고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마지막 4 자리를 아이디로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소셜시큐리티번호의
마지막 4 자리를 사용하십시오.
SSN 이 XXX-XX-1234 인 John Smith 인 경우 작성 예(이름과 SSN 을 사용): SSN):
사용자명:
비밀번호:

Smithj1234
1234

처음으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인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에 나와 있는 지역 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SM(AJCC)에 연락하십시오.
CALJOBSSM 에 등록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alJOBSSM 에서는 양질의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고 등록된 고용주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도시 또는
캘리포니아 내 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구인 공고를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서비스(Job Seeker
Services)에 있는 “가상 리크루터(Virtual Recruiter)”를 설정하면 자신의 역량과 목표에 맞는 구인 공고를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alJOBSSM 온라인 접속 방법: www.caljobs.ca.gov 에 접속하거나 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SM
(AJCC)를 방문해 로그인한 후 시작하십시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CalJOBSSM 에 접속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구직센터를 방문해 주십시오. 구직센터에는 온라인 구직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구직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역 AJCC 주소와 전화번호:
지역 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
0000 Main St.
시, CA 우편번호
000-000-0000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고용 서비스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근로를 위한 합법적인 상태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구직센터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하려면 필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동봉된 안내책자에 허용되는 필수 서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EDD 는 균등 기회 고용주/프로그램이며 이 출판물의 협력기관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요청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사항 및/또는 대체 형식을 요청하시려면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음성) 또는 TTY 800815-9387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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