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업무로 복귀
캘리포니아 경제가 다시 열리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 개발부는 (EDD) 실업 수당에
대한 업데이트된 요구 사항을 탐색하고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적합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 서비스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 요건

EDD는 귀하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소중한 고용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취업 전문가는 구직

2021년 7월 11일부터 대부분의 청구인에 대한

전략, 진로 코칭, 이력서 및 면접 준비, America’s

구직 요건이 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급여 수령

Job Center of CaliforniaSM (AJCC)를 통해 이용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요건은

수 있는 견습 프로그램 및 직무 교육과 함께 취업

복귀하기에 안전하고 자신의 기술, 경험, 통상

박람회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Office

직업, 나이 및 건강에 버금가는 적합한 직업을

Locator를 방문하여 귀하와 가까이 있는 가상 또는

찾는 데 적용됩니다.

직접 예약 서비스를 찾아 보세요.

CalJOBSSM
캘리포니아의 온라인 노동 교환 시스템인
CalJOBS의 구직 공고에서 검색하여 지원할 수

정기적 실업급여 청구나 연장에 따라, 또는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에
대해 다양한 구직 요건이 적용됩니다.
•

PUA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소유자와 같이

있습니다. CalJOBS는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정기 청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주와 연결하도록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급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툴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특정 직무 또는 진로에 대한 여러 버전의
이력서를 생성 및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 가상 채용 관리자를 통해 자동 작업 알림을
수신 및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규 채용
공고 수신 기능이 있습니다.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귀하
지역의 노동 시장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 워크샵 및 채용 박람회와 같은 이벤트를
장소별로 보거나 약속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구직 지원을 위해 노동 시장 동향과 경제 및
인구 통계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abor Market Information for Job Seekers
를 방문하여 지원자를 찾고 있는 직무를 찾
아보십시오. Occupational Guides 또는
Occupation Profile을 사용하여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으세요.

혜택을 위한 인증시 인용되는 유행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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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따라, 귀하는 직장에 나오지 못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구직 활동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는 COVID-19
건강 비상 사태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동에게

1차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면에 열거된 활동에 참여하면 급여 혜택을
인증할 때 "직장을 찾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로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추가 질문이 나오고, 해당 주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격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edd.ca.gov

구직활동
청구 유형:
Regular Unemployment Insurance (UI)
또는Extension Claims

청구 유형: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참고: 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에 고용 상태였으나
정기 UI 급여 자격이 없었던 경우, 왼쪽 열에 나열된 구직
활동을 완성하십시오.

자기 사업 재구축 구직 준비 CalJOBS 계정을 설정하고, 구직 서비스에 참여하고,
다양한 구직 사이트에 프로필을 게시합니다.

직장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이라면, 고객을 위해 신규
또는 추가 고객 확보, 비즈니스 마케팅, 현재 계약
검토, 신규 고객 조사 등의 노력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및/또는 제출합니다.

네트워크 확장하기 친구, 이전 고용주,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리세요.
네트워킹 또는 취업 박람회 이벤트나 동아리에
참여하세요.

네트워크 확장하기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관련 워크샵에
참여하거나,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이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세요.

적합한 업무에 지원하기 -

계정 만들기 -

공무직과 시험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술, 경력, 나이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독립

및 건강에 적합한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인인의 경우, 자격 요건과 일치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주에 지원하십시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계정을 만드십시오.

교육에 참여하기 채용 확률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과정에

교육에 참여하기 -

참여하세요. 맞는 전일제 근무를 수락할 수 있도록

귀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또는 훈련에

능력을 키우십시오. 컴퓨터 사용 소양 또는

참여하십시오. 완전히 자영업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를

제2언어로써의 영어 사용(ESL) 과정과 같은 옵션이

위해 능력을 키우십시오.

포함됩니다.

구직 요건 면제

재취업 서비스 및 자격 평가

EDD는 인증 시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기 청구 또는

구직 요건이 다시 시작되면 EDD는 Reemployment

연장 청구에 해당하는 청구가 구직 요건 면제 자격을

Services and Eligibility Assessment appointment

갖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하라고 우편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

UI 급여를 받는 고객들의 개인 자격 검토 및 직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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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California Training Benefits을 포함하여,
주정부가 승인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고용인 지원 Work Sharing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귀하가 구직 요건을 관리하는 노조 계약에 속해
있습니다.
귀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확실한 일자리 약속이
있습니다.
귀하의 해고 상태가 일시적입니다.
귀하의 특별화된 기술의 업무 유망성이
제한적입니다.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참여를 선택한
경우 예약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의 후속 서비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Job Seekers: Returning to Work 에 접속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세요.

edd.c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