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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서비스 단체를 위한 자료 안내문

JOB BANK에 대해
▪ www.JobBank.gc.ca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웹사이트입니다. 캐나다내
채용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날마다 새로운 일자리 수천 개가 추가됩니다.

▪ Job Bank는 캐나다의 공용어인 프랑스어와 영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검색 방법

입사 지원

검색 기능 사용:

고용주에게 문의할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ngineer

Winnipeg

채용정보 검색 결과 페이지의 좌측 필터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채용 공고 보는 법

▪
▪
▪
▪

지원자 성명
거주지 및 근무지까지의 교통편 유무
업무 경력
유효한 취업 허가증 소지 여부

고용주는 구직자인 여러분에게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고용계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채용공고 검색 결과를 아래로 내려 확인할 사항:
▪
▪
▪
▪

직책
고용주 이름
근무지
급여

Marketing Assistant
Employer Name
Winnipeg (Manitoba)
Salary: $25.00 to $30.00 hourly (to be negotiated)

채용 공고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
캐나다 에서 는 근 무를 시 작하 기 전 에 자격 증이
요구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교사, 전문 엔지니어,
간호사 등입니다.

채용 공고는 유용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 Main Street,
Winnipeg (Manitoba),
A1A 1A1
$25,00 to $30,00 hourly for 37.5 hours per week
Seasonal employment
Full time
Flexible Hours
Start date: 2022-04-25
2 vacancies
Verified

Job Bank #1974

▪ 근무지와 거주지의 비교
▪ 급여 수준
▪ 일간 또는 주간 근무 예정
시간
▪ 첫 근무일
▪ 고용주가 지원자들에게
바라는 지원 방법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입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외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검색에 유용한 자료
▪ 외국 에서 취득한 자격증 증명 툴을 사용하여 관심
있는 직업에 자격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학위 증명에 대해 알아보고 캐나다내 자격증 및 학위
인정 여부를 알아보세요.
▪ 이력서 작성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이력서를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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