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요건
구직 요건을 다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COVID-19 위기로 인하여, 주지사는 주의회의 지지를 받아 팬데믹이 시작될 때, 구직 요건 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었으니, 구직 요건 을 다시 갖추셔야
합니다. 이는 실업 수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최소 3 회의 승인된 구직 활동을 하고
문서화 해야 함 을 의미합니다.
구직 요건은 언제부터 다시 갖춰야 합니까?
7 월 4 일부터 7 월 10 일이 포함된 해당 주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7 월 11 일이 포함된 해당 주부터 활동 보고를 시작하시고 그 후에는 귀하가 혜택이 필요한
매주 보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구직활동 목록
•자주 묻는 질문
•구직에 대한 도움 받기

구직 활동 목록
구직 활동 지원
아래 차트에는 승인된 구직 활동의 현재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 실업 보험 또는 PEUC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팬데믹 비상 실업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주 3 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팬데믹 실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승인된 활동 중 1 회만 완료해도 되지만 3 회
작성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최근에 구직 활동을 보다 의미 있게 하려고 이 목록을 확장했고,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주 전역에서 고용을 하고 있으므로 경험이나 산업이 무엇이든 이러한 구직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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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유형

승인된 구직 활동

문서화 아이디어

연장
혜택* 승인
여부

고용주
연락처

고용주 연락처(지원서, 정보 인터뷰,
취업 인터뷰, 후속 대화 또는 이메일)

직위 또는 참조 번호,
고용주 또는 회사 이름,
연락 방법에 대한
정보(대면, 온라인,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고용주 또는
비즈니스 연락처 정보

X

WorkSource

WorkSourceWA.com 에서 계정을
만드십시오

귀하 계정 페이지의
스크린 샷

WorkSource

WorkSourceWA. com 에 이력서를
업로드하고 고용주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력서의 스크린샷
또는 사본

WorkSource

WorkSource 에서 후원하는 대면 또는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

워크샵 이름, 날짜,
시간 및 장소

WorkSource

WorkSource 에서 후원하는 대면 또는
온라인 취업 박람회 또는 채용
이벤트에 참여하고 적어도 한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벤트 이름, 날짜 및
참석 장소 또는 방법에
대한 정보, 고용주
이름

WorkSource

WorkSource 가 후원하는 구인 클럽에
참여하십시오

클럽 이름, 날짜 및
참석 방법 또는 장소

WorkSource

RESEA(Reemployment Services and
Eligibility Assessment, 재취업 서비스 및
적격성 평가) 초기 또는 후속 예약에
참여

활동 이름, 날짜 및
완료 위치 또는 방법

WorkSource

WorkSource 에서 후원하는 일반 구인
클럽 참여

활동 이름, 날짜 및
참석한 장소 또는
방법(온라인 또는
대면)

WorkSource

타이틀 I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WorkSource 전문가 또는 직업 코치
미팅

활동 이름, 날짜 및
완료 위치 또는 완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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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름, 날짜 및
완료 위치 또는 완료
방법

WorkSource

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인력혁신 및 기회법)
타이틀 I-B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개별
고용 계획을 개발

WorkSource

WIOA 타이틀 I-B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활동 이름, 날짜 및
취업 준비, 금융 이해력 또는 단기 예비 완료 장소 또는 완료
직업 과정 참여와 같은 기본 또는
방법
개별화된 직업 서비스를 최소 한 번
이상 받습니다.

WorkSource

WIOA 타이틀 I-B 재직자 교육 참여

활동 이름, 날짜 및
완료 장소 또는 완료
방법

WorkSource

WIOA 타이틀 I-B 유급 또는 무급 업무
경험 또는 인턴십 참여

활동 이름, 날짜 및
완료 장소 또는 완료
방법

WorkSource

WIOA 타이틀 I-B 현장 교육 참여

활동명, 날짜, 완료
장소

기타

esd .wa.gov/labormarketinfo 에서 노동
시장 조사를 하십시오

정보에 대한 링크 또는
스크린샷

기타

구직 주제에 대한 온라인 비디오(예:
YouTube 비디오) 보기(예: 커버 레터
작성 방법, 이력서 작성 또는 인터뷰
기술)

동영상 링크 또는
동영상 시작 페이지의
스크린샷

기타

취업 박람회나 면접에서 사용할
30 초짜리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준비하십시오

스크린샷 또는 문서

기타

새 계정을 설정하거나 구직
사이트(Indeed, LinkedIn, Glassdoor,
CareerBuilder, Monster, Google Careers
등)에 있는 계정을 업데이트하고 채용
정보 검색

프로필 및 채용 공고에
대한 링크 또는
스크린샷

기타

계정을 만들고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온라인 구직 신청서(Job Scan, Bright
Move, Hiring Solved, 또는 기타)와 함께
게시

성공적인 계정 생성 및
특정 채용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 링크
또는 스크린샷

기타

개인 직업 코치 또는 서비스에 가입

계약 링크 또는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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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규 배치 기관, 채용 담당자 또는
헤드헌터 서비스에 등록

등록을 문서화하는
페이지 스크린샷

기타

구직 관련 웨비나 또는 취업 알선
기관이 후원하는 과정에 참여

완료를 문서화하는
페이지에 대한 링크
또는 스크린샷

기타

대면 또는 온라인 취업 박람회 또는
채용 행사에 참석하고 적어도 한
고용주와 연락하십시오

채용 박람회 담당자의
등록 서신 또는 이메일;
고용주 또는 회사 이름,
연락한 방법에 대한
정보(대면, 온라인,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고용주 또는
비즈니스 연락처 정보

X

기타

온라인 또는 원격 잡섀도잉 참여

섀도잉한 사람이 보낸
편지 또는
이메일 사본. 해당
잡섀도잉이 특정
공석에 대한 것이라면
연장 혜택을 위한
고용주 연락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X

기타

개인 또는 커뮤니티 직업 클럽에 참여

클럽 리더 또는
스폰서의 서신 또는
이메일

기타

개인 OJT(On-The-Job training, 직무
교육) 참여

회사 이름, 활동의 직위
유형 및 완료 장소 또는
완료 방법. 해당 잡
섀도잉이 특정 공석에
대한 것이라면 연장
혜택을 위한 고용주
연락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온라인 관심 인벤토리 작성(예: Strong,
My Next Move, Myers/Briggs)

결과에 대한 링크 또는
스크린샷

기타

ACT WorkKeys 평가 완료

결과에 대한 링크 또는
스크린샷

기타

국가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인증서의 스크린샷
또는 스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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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업 기술 또는 컴퓨터 과정에 참여

등록 영수증의
스크린샷 또는 사본

기타

컴퓨터 활용 능력 강좌나 수업을 듣기

등록 영수증의
스크린샷 또는 사본

기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과정 또는 수업에
참여

이름, 날짜 및 위치,
등록 영수증의
스크린샷 또는 스캔

기타

LinkedIn Learning 인증 과정 또는 수료
인증서를 발급하는 유사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과정 완료 페이지 링크
또는 스크린샷

기타

유급 또는 무급 업무 경험 또는 인턴십
민간 부분 참여

고용주의 서신 또는
이메일

자영업자
및/또는
사업주만
해당

신규 및 잠재 고객에게 귀하의
비즈니스를 광고합니다.

광고의 링크 또는
스크린샷(디지털, 신문,
소셜 미디어 등)

자영업자
및/또는
사업주만
해당

일자리 입찰.

입찰에 제출된
제안서의 사본 또는
사진.

자영업자
및/또는
사업주만
해당

잠재 고객 또는 이전 고객에게
연락하기.

연락한 고객의 이름,
연락 날짜 및 연락처
정보(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자영업자
및/또는
사업주만
해당

비즈니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배우기 위해 웨비나
또는 워크샵에 참석합니다.

워크숍 또는 웨비나
참석을 확인하는 등록
서신 또는 이메일, 또는
수료 증명서.

자영업자
및/또는
사업주만
해당

소규모 비즈니스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SBDC(SmallBusinessDevelopment
Center, 중소기업개발센터)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예: www.business.wa.gov
또는 www.sba. gov 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사용)

소규모 비즈니스
서비스 웹 사이트 방문
및 참여를 보여주는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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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또는
사업주만
해당

귀하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기타 활동.

라이선스
부서(Department of
Licensing)에서
프로페셔널
라이선스를
갱신하거나 수익
부서(Department of
Revenue)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스크린샷
또는 사진.
사업 대출을 위한 대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비즈니스 웹사이트의
업데이트
타임스탬프가 있는
스크린샷.
참석했거나 주최한
네트워킹 이벤트의
스크린샷.

*EB(Extended Benefits, 연장 혜택) 프로그램은 최대 20 주의 추가 혜택을 허용하지만 더
엄격한 구직 요건이 있습니다. 체크 표시가 있는 테이블의 활동은 더 엄격한 EB 구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EB 는 현재 Washington 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직 FAQ
PUA 를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요?
예. PUA 을 받고 있더라도, 최소한 1 회의 승인된 구직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소한 세 가지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

PUA 혜택은 2021 년 9 월 초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미리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를 재평가해야 해서, 지난
몇 주 동안 PUA 대신 정규 실업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3 회의 구직 활동을
완료하면 정규 실업 수당 요건을 충족하여 지난 몇 주 동안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이슈
또는 초과 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당국 웹사이트의 Potential new claim alert
(잠재적인 신규 청구 알림) 페이지(영문)에서 귀하의 청구를 재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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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구직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까?
예. 실직 상태인 경우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필수 구직 활동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집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을 계속 찾을 수도 있습니다.

PEUC 를 받고 있습니다. 구직 요건이 다른가요?
아니요. 구직 요건은 정규 실업 보험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혜택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주 최소
3 회의 승인된 구직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영업 및/또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직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까?
예. 법에 따라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구직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PUA 를 받는 경우 최소한
1 회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최소 3 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 세 가지:
1. 대부분의 활동에는 다른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 요건을 보다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및 사업주 전용으로 승인된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3.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승인된 모든 활동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또는
사업자에게 승인된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까?
예.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적절한 풀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까?
예.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더라도 실업 수당 자격을 유지하려면 구직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나 탁아소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실업 보험과 다르며 요건이
다릅니다. 귀하가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아프거나 부상당한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yleave.wa.gov (영문)를 방문하십시오. 실업 보험과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2021 년 7 월 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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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제안을 받았지만 구직 요건이 다시 발효될 때까지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대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기 신청을 하면 승인된 이유가 있는 한 구직 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 웹사이트(영문)의 Temporary layoffs, standby and furloughs
(임시 정리 해고, 대기 및 일시 해고) 페이지에서 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나는 올해 초 또는 팬데믹 초기에 구직이 보류되었을 때 대기 신청을 했습니다. 요건이 다시
발효되면 새로운 대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팬데믹 초기에 이루어진 대기 요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2021 년 7 월 4 일부로 구직
면제를 위한 행정 명령이 해제되었으므로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는 대기를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국의 웹사이트 Temporary layoffs,
standby and furloughs (임시 해고, 대기 및 일시 해고) 페이지(영문).

실업 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입니까?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동안 귀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

업무 능력이 있을 것.
업무 가능한 상황일 것.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적절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WorkSource 고용 센터 또는 지역 고용 센터에 일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Washington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구직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주 총 3 회의 승인된 구직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매주 청구서를
제출할 때 이 정보를 온라인으로 기록하거나 전화로 제출하는 경우 문서 구직 기록
서류(영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rkSource 에는 더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받은 혜택을 상환해야 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수행하고 문서화할 때,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활동을 두 번 이상 수행하고 여러 구직 활동에 합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활동을 두 번 이상 실행하고 이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예:
•
•

같은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거나 같은 직무에 여러 번 지원하여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에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비디오(예: 인터뷰 모범 사례 및 이력서 작성에 대한
비디오)를 보거나 같은 회사 내 다른 일자리에 지원하고 각 신청을 추가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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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WorkSource 사무실이나 미국 구직 센터에 등록해야 합니까?
Washington 에 거주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하면 Washington 주 WorkSource 사무소를 통해
자동으로 구직 등록이 됩니다. 배치는 우편 번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Washington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첫 실업 수당을 받은 날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지역 미국 구직 센터(American Job
Center)에 등록해야 합니다. Washington 주에서 처음 혜택을 신청한 다음, 미국 내 또는
캐나다로 이사하고 모든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유지됩니다. 거주지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WorkSourceWa.com (영문)을 방문하여 가장 가까운
WorkSource 사무실을 찾으십시오.

다른 주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신규 또는 재개된 청구에 대해 첫 번째
수당이 지급된 날짜로부터 1 주일 이내에 미국 구직 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servicelocator.org(영문)를 이용하여 미국 구직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구직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은 주에 대한 주당 혜택이 거부됩니다.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외부에 위치한 경우, 물리적으로 위치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격 또는 대면 작업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용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푸에르토리코 또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즉시 귀국하여,
일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장소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 요건에 예외가 있습니까?
예, 하지만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PUA 수혜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람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커미셔너 승인 교육(Commissioner Approved Training) 또는 교육 혜택(Training Benefit)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승인한 경우.
SharedWork 를 승인한 경우.
대기를 승인한 경우.
SEAP(Self-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자영업 지원 프로그램)를 승인한 경우.
풀레퍼러 조합을 통해 파견된 경우.
부분적으로 실직 상태인 경우(그리고 부서에서 승인함).
승인된 전기 견습생 프로그램에 등록된 유효한 전기 견습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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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견습생 교육의 강의실 참석 부분을 승인 받은 경우
파업 또는 직장 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1 회의 구직 활동만 완료하면 됩니다.
•
•

PUA 수령하는 경우. 그러나 PUA 를 받는 경우 승인된 3 회의 구직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의 PUA 에 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의 피해자가
되어 정당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부서에서 결정한 경우,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승인된 활동을 일주일에 1 회만 완료하면 됩니다.

다른 모든 청구인은 승인된 구직 활동을 3 회 이상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을 신청할 때
구직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풀레퍼러 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파견 요건을 충족하여 구직해야 합니다. 풀레퍼러
조합은 추천이나 파견을 통해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추천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이 면제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귀하가 선택한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통해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부서에서 통보하지 않는 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을 해야 하는 경우, 혜택을
청구하는 각주마다 Washington 주의 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달리 통지하지 않는 한).

고용주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채용 문의 시, 해당 연락처를 구직 활동으로 합산하기 위해 해당 포지션 지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직을 요청하거나 일자리에 지원할 때 고용주에게 연락합니다.
귀하가 해당 직업에 지원했거나 질문을 했고 고용주가 고용 또는 지원을 접수하지 않았음을
알았더라도, 고용주가 고용 또는 지원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귀하가 몰랐다면 귀하의
문의는 여전히 고용주 연락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직 기록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을 통해 고용주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
•
•
•
•
•
•

이메일
팩스
인터넷
우편
전화
대면
Skype, Zoom 등의 회의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미팅
고용주의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구직 활동을 문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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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rvice 를 사용하여 매주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혜택을 받으려면 eService 구직 활동을
입력해야 합니다. eService 내의 메시지를 따르십시오. eService 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간
청구서와 함께 구직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구직 활동의 증거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는 당국이 요청하지 않는 한, 귀하의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로 주간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직 활동에 대한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제공하는 job search log template (구직 기록 서식)(영문) 사용을 선호하지만 귀하가
선택한 문서에서 구직 활동을 파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혜택 청구를 중단한 후에도 구직 활동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도록 당국에서 제공하는 job search log (구직 기록)(영문) 을
사용하십시오. 진한 잉크를 사용하여 선명하게 인쇄하십시오.

구직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언제든지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수령한 연도 말
이후 적어도 30 일 또는 혜택 수령을 중단한 후 30 일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당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서류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무작위로 검토합니다.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귀하의 구직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당국은 구직 기록 사본을
요청할 것이며, 귀하는 지시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고, 혜택 자격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구직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구직 활동의 검토 일정을 잡으려고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전화 통화인지 대면 미팅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지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구직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귀하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진정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 당국은 혜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해당 주간의 혜택을 상환해야 합니다.
구직 요건을 준수했음을 입증했더라도 구직 활동을 조정하거나 문서 개선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일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혜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국이 귀하의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 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몇 주 동안의
혜택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청구한 모든 주간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노동 시장에서 귀하의 직업에 대한 기술, 능력 및 기타 요인을 근거로 하여 적합한 일자리
제안은 수락해야 합니다. 귀하의 직업이나 지리적 영역에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면, 구직
활동을 확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또는 다른 분야나 장소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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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시작되는 일자리로 구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방학에 스쿨버스
운전사로 일했다면, 가을에 시작하는 일자리나 학교가 시작할 때 종료되는 일자리로 구직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당국 웹사이트의 Refusal of work(일자리 거절)페이지 (영문)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WorkSource 는 구직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Washington 주의 WorkSource 사무소와 다른 주의 제휴 기관은 미국 구직 센터 네트워크의
파트너입니다. 구직자와 고용주에게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가장 가까운 WorkSource 사무실을 찾으려면 WorkSourceWA.com (영문)을
방문하십시오.
Washington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careonestop.org (영문)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구직
센터를 찾거나 877-872-5627 로 전화하십시오. WorkSource 사무실은 귀하의 주간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수업, 워크숍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WorkSource 가 제공하는 온라인 및 대면 서비스 목록입니다.
•
•
•
•
•
•
•
•
•

기술 평가 및 진로 지도.
구직 전략.
급여가 얼마나 되고 어떤 일자리에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구인 소개, 온라인 및 대면 채용 이벤트.
구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예약.
이력서 준비 및 취업 면접 준비 지원.
다른 구직자들과 구직 전략 공유.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무료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액세스.
실업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푸드 뱅크, 무료 신용 상담, 건강, 주택, 유틸리티 지원
및 기타 여러 지역사회 리소스에 대한 소개. 추가 리소스를 위해 211 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직 요건이 동일합니까? (참고: 연장 혜택은
현재 Washington 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enefit extensions (연장 혜택)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영문)
26 주의 정규 실업 기간과 연방 PEUC 를 모두 소진한 경우, 최대 13 주의 추가 혜택이 가능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은 정규 실업 구직 요건과 다른 엄격한 구직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는 상당합니다. 연장
혜택을 신청하고 자격이 되시면, 구직 활동에 대한 지침을 보내드립니다. Benefit extensions
페이지 (영문)에서 연장 혜택 및 신청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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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전담 전문가와 연결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WorkSource 가
있습니다!
WorkSource 직원은 현재 지역 사회에서 고용을 하려는 고용주와 연결하고, 교육 기회를
알아내거나, 지원 및 인터뷰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행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WorkSource 팀원과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귀하에게 효과가 없다면, 일부 WorkSource 사무실이 대면 서비스를 위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방문은 예약제로만 가능합니다.
WorkSource 의 사무실 위치 확인 페이지(영문)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온라인 및
대면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찾으십시오.
구직 요건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WorkSource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WorkSourceWA.com 의 사무실 위치 확인 페이지(영문)를 확인하여
커뮤니티의 WorkSource 전문가와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십시오.

다음에서 지역 WorkSource 사무실 또는 미국 구직 센터를 찾으십시오.
Washington 주 내: WorkSourceWA.com
Washington 주 외부: Careeronestop.org 또는 877-872-5627

고용 보장국(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요청하면,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개인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Washington 릴레이 서비스: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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