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사업을 재개하고 직원을 고용하세요 
고용 개발부 (EDD)는 귀하가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유용한 무료 프로그램, 리소스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Work Sharing program은 생산, 서비스 또는 기타 조건이 

감소하여 해고 대안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모든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무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적인 실업 수당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후일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면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유행병 기간 동안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거나 

해고했다면, Work Sharing 프로그램은 해고한 근무 

직원들을 단시간 근무로 다시 데려오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직원들은 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 실업 수당을 

통해 급여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직업 공유 급여의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EDD는 최근 Work Sharing 애플리케이션과 주간 인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이 귀중한 

프로그램을 더욱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채우십시오 
CalJOBSSM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구직자를 하루 

24시간, 주 7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노동 교환 시스템이며 

무료입니다. Cal- JOBS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제한으로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 24시간 가상 채용 담당자를 사용하여 적격한

지원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가능성 있는 지원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귀하 지역의 캘리포니아 미국 

일자리 센터로 문의하세요 
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SM(AJCC)은 고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간편한 원스톱 액세스입니다. 
- AJCC의 직원은 다음을 제공하여 인력 요건을

충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귀하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채용 캠페인을 엽니다.

• 지원자를 심사 및 면접할 수 있는 시설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채용 공고에 맞게 검색을 재개합니다.

• 가상 또는 직접 참여 가능성에 맞춰 채용

박람회를 지원합니다.

•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리소스(작업 중 환급

지원 및 기타 보조금 포함)를 제공합니다.

• 노동시장 상황, 노동법, 인사 문제, 급여세,

실업보험, 장애보험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주 전역에 있는 약 200개의 AJCC 위치를 확인하려면 

당사의 Office Locator 를 방문하십시오. 

노동 시장 정보에 액세스하세요 
State and local labor market data와 정보를 활용하여 비

즈니스 확장, 이전, 향후 채용 및 교육 요구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최신 통계에는 임금 및 임금 데이

터, 직업 동향, 인구 통계 정보, 고용 통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alJOBS에 방문하여 노동 시장 서비스 목록을 

찾아 보세요.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또는 본 기관이 제공

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려면 귀하의 local 

Labor Market Consultant (PDF).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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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
https://www.caljobs.ca.gov/
https://www.caljobs.ca.gov/
https://edd.ca.gov/Jobs_and_Training/TCLobby.htm
https://edd.ca.gov/office_locator/
https://www.labormarketinfo.edd.ca.gov/
https://www.caljobs.ca.gov/vosnet/Default.aspx
https://www.labormarketinfo.edd.ca.gov/file/resource/LMIConsultants.pdf
https://www.labormarketinfo.edd.ca.gov/file/resource/LMIConsultants.pdf
https://www.labormarketinfo.edd.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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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리소스를 활용하세요 

세금 공제 

신원 보증 

문의하기 

지역 고용주 자문 위원회

CAL/OSHA COVID-19 

고용 장벽이 있는 특정 대상 그룹의 개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Tax credits 가 주어집니다. 

Fidelity Bonding Program은 전과자 및 위험 직종 지원자를 

고용할 때 고용주가 우려하는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보증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 있는 

AJCC의 고용주, 직원 및 구직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Ask EDD를 통해 적절한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주가 보고할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YouTube 

video를 통해 EDD 문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Local Employer Advisory Councils 는 캘리포니아에서 고용 서비

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EDD와 협력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

체입니다. 노동법, 인사 문제 및 기업 전략을 지속적으로 파악하

기 위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에 참여하세요.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다른 고용주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세요.

Cal/OSHA COVID-19 Guidance and Resources가 COVID-19 

대유행 중 직원과 작업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고용주: 사업을 재개하고 Employers: Reopening Your Business 

and Hiring Employees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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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d.ca.gov/Jobs_and_Training/Tax_Credits_Incentives.htm
https://edd.ca.gov/pdf_pub_ctr/de8714ff.pdf
https://edd.ca.gov/Unemployment/Employer_Information/report-refusal-of-work.htm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hH57YOmzmls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hH57YOmzmls
https://edd.ca.gov/Jobs_and_Training/California_Employer_Advisory_Council.htm
https://www.dir.ca.gov/dosh/coronavirus/Health-Care-General-Industry.html
https://edd.ca.gov/Jobs_and_Training/employers-reopen-and-hire.htm
https://edd.ca.gov/Jobs_and_Training/employers-reopen-and-hire.htm
https://edd.ca.gov/Jobs_and_Training/California_Employer_Advisory_Counci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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