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이 페이지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알림 날짜:

00/00/0000

청구인의 이름
청구인의 주소
도시, CA ZIP 코드

작업 등록 요건 통지
귀하께서는 실업 보험(UI) 청구를 성공적으로 신청하셨습니다. UI 혜택 자격을 보장하려면 캘리포니아의 온라인
공공 직업 안정 시스템인 CalJOBSSM을 사용하여 직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요: CalJOBs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UI 혜택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CalJOBS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귀하의 프로필에
이력서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CalJOBs 계정이 있는 경우 등록 정보 및 직업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alJOBS에 적시 등록을 하시고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UI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전에 CalJOB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EDD가 사전 등록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절차를 완료하려면, CalJOBS
(caljobs.ca.gov)에 로그인하세요. 사전 등록 ID는 성 전체, 이름의 첫번째 이니셜과 사회 보장 번호(SSN)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태어난 날 두 자리, 태어난 달 두 자리, SSN의 마지막 네
자리입니다.
예시: 이름이 Jane Smith, 출생이 7월 4일, SSN 마지막 4자리가 1234인 사람의 경우: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Smithj1234
04071234

CalJOBS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전 등록 정보를 사용하여 처음
로그인하면 임시 암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인할 수 없거나, 지원이 필요하거나,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사는 지역의 캘리포니아 주 미국 취업 센터(America's Job Center of California,
AJCC)SM에 문의하십시오. 각 AJCC에는 귀하의 구직 및 교육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있습니다.
지역 AJCC의 주소와 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사는 지역 캘리포니아 주 미국 취업 센터
0000 Main St.
시, CA 우편 번호
000-00-0000
CalJOBS에서는 등록된 고용주들이 볼 수 있는 고품질의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다양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서비스 섹션에서 "가상 채용 담당자"를

설정하여 자신의 기술 및 목표에 맞는 새로운 채용 공고를 이메일로 자동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회 균등 고용주/프로그램인 EDD는 본 프로그램의 파트너입니다. 장애를 가진 개인의 요청시 이용 가능한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보조 도구 및/또는 대체 형식에 대한 요청은 위의 번호(음성)
또는 TTY 1-800-815-9387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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