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찾는 분들께 – 여기 최고의 도구모음이 있습니다. 수퍼직업검색앱 을 소개합니다!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또는 너무 오래 일을 쉬셨나요? 이제 걱정마십시요 – 여기 수퍼직업검색앱의
자원이 당신을 바른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먼저, 원하시는 직책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슈퍼 작업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쓰시면 , 글로벌 작업 검색
연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전세계의 수백만 일자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검색엔진을 시험해 보십시요. 학생들과
오래다닐수있는 직업을 찾는사람은 원하시면 포춘지 선정 1000 목록이 있는 화면 아래로 내려 가
보십시요. 거기에는 각 회사의 인턴 사원과 정규직 목록으로 연결해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흥미를 느끼는 직업 또는 인턴쉽이 요구하는 학문.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역량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으시다면, 귀중한 자원으로 가십시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학교,
커뮤니티 대학등으로 연결해주는 링크로 가세요.
당신은 당신 최고의 이력서를 쓰시기 원하실 겁니다. 성공적인 이력서 쓰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워크숍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각 워크숍은 각각 자신의 샘플 이력서와 편지등의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력서 조언과 함께 커뮤니티 연락처로 연결되는 링크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이력서와 편지 샘플은, 모델 편지와 이력서로 가십시요.
다음으로, 당신이 직업기회를 찾을 회사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요. 글로벌 기업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미국 최고 기업들에 대한 링크를 검토한 후,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 탐색하십시요. 꼭 Standard & Poor’s
500 Companies 를 클릭하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각 회사의 연구 및 구직 목록이 있는 홈 페이지로
연결할수 있습니다.
탐색 페이지에서

, 일자리 검색 도움을 문서와 일자리 검색 조언에서 얻으세요. 만약에 당신이

미국내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이민 질문이 있는 경우, French Resources 를 보십시요, 거기서 이민 질문과
답변에 대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의 방해요인들을 피할려면 피터의 블로그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퍼 직업 검색앱을 탐색할 때 알아내는 많은 자원중 몇 가지만 보신것 입니다. 지금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넓혀나가며 더 많이 나올 도구들도 계속해서 주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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