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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중요: 구직 요건이 다시 시행됩니다. 7월 4일~7월 10일 주간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구직 요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고용보장부는 실업 및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및 교육 기회. 

• 고용주가 숙련된 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  

• 실업 급여 수령 자격에 대한 정보. 

• 복직 제안에 대한 안내. 

• 그 외.  

근로자를 위한 정보 

복직 요청을 받았지만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현재 실업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복직 요청(이전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직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세요.  

다음 일자리 찾기 

WorkSource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WorkSource Washington(영어)에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번 

위기로 주 내의 대면 서비스를 위한 WorkSource 사무실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지역 사무실에는 전화하거나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orkSourceWA.com(영어)을 참조하세요. 

• WorkSource 시스템(영어)에서 제공하는 더 많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알아보세요. 

• 일자리에 필요한 나의 기술을 다듬고 싶다면 지역의 다가오는 WorkSourceWA 

워크숍(영어)을 확인하세요. 

•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면 채용 행사(영어)에 참석하세요. 

일자리 재교육 또는 교육 기회 

•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은 Washington 경력 브리지(Washington 

Career Bridge)(영어)에서 확인하세요. 

• 복학이나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대학 및 경력 나침반 Washington(College & Career 

Compass Washington)(영어)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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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설명, 교육 요건, 급여, 고용 트렌드 및 자원에 대한 정보나 경력군을 살펴보고 

싶다면 직업 탐색(Learn About an Occupation)(영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채용 중인 산업에 대해 알아보기 

• 월간 온라인 채용 공고 비교, 고용 보건 부서의 실업 급여 신청자 데이터, 직업 갭 

분석은 수요/공급 보고서(Supply/Demand Report)(영어) 를 참조하세요. 

• 자세한 구직 정보는 일자리 및 교육 페이지(Jobs and training page)(영어) 를 

참조하세요.  

 

고용보장부(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는 기회 균등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은 요청 시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Washington 릴레이 서비스: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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