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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늘어난 실직자 수가 백만명
을 넘기자 많은 미국인들은 살길을 다시 찾고있다. 
여러 회사들이 폐쇄한 반면, 다른 회사들은 뜻밖의 
붐을 일으키자 우리의 직업과 선택들을 다시 고려해
봐야한다. 

본문은 당신이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트레이닝 및 
교육을 측정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취직 트렌드
어떤 산업과 공기업이 고용중이고, 어떤 지역이 
고용률이 많은지 안다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 
다음 “코로나로 인한 불황 중 취직가능한 10곳 (10 
Places to Find Career Opportunities in the 
COVID-19 Recession)” 기사를 확인하시오 (https://
www.moneytalksnews.com/slideshows/10-places-to-find-career-
opportunities-in-the-covid-19-recession/?all).

미국 노동통계국은 직업당 취업률 (https://www.bls.gov/
ooh/home.htm) 을 통계 후 “급성장하는 직업” 리스트를 
작성한다 (https://www.bls.gov/ooh/fastest-growing.htm). 

“The Balance Careers” 또한 비슷한 정보를 제공

COVID-19에 대한 대응 

취업 혹은 이직

하며 (https://www.thebalancecareers.com/fastest-growing-us-job-
industries-4134730), 이 외에 다른 직업과 취업기회도 포
함한다. 

CareerOneStop 은 또한 직업 트렌드 정보 (https://
www.careeronestop.org/ExploreCareers/Learn/whats-hot.aspx)를 포
함하며 본인과 어울리는 직업을 추천해준다 (https://
www.careeronestop.org/ExploreCareers/explore-careers.aspx).

“코로나 구인/구직” 혹은 “코로나로 인한 취직” 등을 
검색결과를 통한 각종 기사나 정보 역시 당신이 소
망하는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 터득하기
원하는 직업 혹은 산업이 정해졌다면 여러가지 구
인/구직 포스트들을 확인하여 필요한 자격증이나 
직무내용을 확인해야한다.

이러한 직업에서 요구사항들이 당신의 이미 가진 
소질과 맞을 수 있으며 이를 전환성 소질이라 일컫
는다 (https://www.thebalancecareers.com/transferable-skills-
list-525490). 전환성 소질을 제외한 나머지 더 필요한 
자격들을 충족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취직할 
가능성이 크다 (Forbes’s “8 Job Skills To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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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ost-Coronavirus World” can help you 
focus your efforts: https://www.forbes.com/sites/
bernardmarr/2020/04/17/8-job-skills-to-succeed-in-a-post-coronavirus-
world/#3cefbe632096.)

아래는 저가, 혹은 무료로 새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제공한다:

무료/저가 온라인 수강: 배우고 싶은 과목에 따라 무료 
혹은 저가의 수강료가 따를 수 있다 (수료증을 목표
로 한 수강료는 아래 “수료증과 학위증”에 확인 가능
하다). 

뮤즈의 리스트: (https://www.themuse.com/advice/14-best-sites-for-
taking-online-classes-thatll-boost-your-skills-and-get-you-ahead) 원
하는 수업 혹은 전문직을 검색할 시 “무료수강 (free 
online class)”를 붙여서 검색하면 무료 혹은 저가 온
라인 수강 옵션을 찾을 수 있다. 

수업에 대한 리뷰를 꼭 확인해야한다. PCMag.com 
(https://www.pcmag.com/reviews) 는 기술적과 비기술적 전
문가의 리뷰를 포함한다. 검색창에 수업 단체의 이
름과 “리뷰 (review)”를 검색한다 - 예를들어, “Co-
deacademy Review”.

창업 예정이 없더라도, 소기업 성장 센터 (SBDC -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https://
americassbdc.org/resources/elearning/) 를 또는 소기업 관리부 
(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https://
www.sba.gov/learning-center) 를 통해 무료 온라인 수강할 
수 있다. 이는 당신의 다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
다 (소셜 미디어 마켓팅 혹은 회계등). 

커뮤니티 컬리지: 이러한 공립학교들은 일반적인 기
술을 기반한 교육과 특정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트
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커뮤니티 컬리지
는 전원입학제로 운영하며 무료, 혹은 저가의 수업
료를 포함하고 저녁시간과 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한
다. 이로 하여 낮이나 주중에 일하는 사람들도 수업
을 들을 수 있게 한다. 본인의 거주지역의 학교에 연
락하면 당신이 필요한 수업을 진행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CommunitySer-
vices/find-community-colleges.aspx).

수습직/수습기간 (OJT): 수습직 혹은 OJT는 
작업현장에서 작업중 개별 지도를 통해 당신이 
원하는 직업에 취직을 준비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다. OJT를 경험 할 수 있는 직업은 건설업 혹은 

제조업이며 (https://www.indeed.com/q-Trades-Apprentice-jobs.
html) - 강철직, 전기 기술자, 태양 전지판 기술자, 
배관공 등., 여러가지 취직 기회가 존재한다 (https://
www.apprenticeship.gov/apprenticeship-industries). 

수학을 잘 하거나 논리적이다면 새 프로그램인 
“Apprenti” 를 통하여 텍 (tech) 기업에 취직 할 수 
있다 (https://apprenticareers.org/apply/). 

참전용사나 미국 예비군들은 OJT와 수습직 기회를 
GI Bill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 이는 아래링크로 
확인 할 수 있다. Military.com (https://www.military.com/
education/gi-bill/veteran-gi-bill-apprenticeship-and-ojt-program.html). 
Apprenticeship.gov (https://www.apprenticeship.gov/
service-members-and-veterans).

직무 교육 프로그램: T직무 교육 프로그램은 거주하는 
주나 지방정부, 정부 단체, 비영리단체 (예를 들어 
Goodwill - https://www.goodwill.org/jobs-training/), 산업/고
용인 단체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
careeronestop.org/LocalHelp/EmploymentAndTraining/employment-and-
training.aspx). 

“American Job Center” (아메리칸 취직 센터) 는 거
주지역 내에 취직 훈련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877-US-2JOBS 전화하거나 지역번호 (Zip Code) 
로 검색가능하다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
AmericanJobCenters/american-job-cente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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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들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취직 훈련 프로그
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USA.gov (https://www.
usa.gov/veteran-employment). 

자원봉사: 몇 몇 자원봉사는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ttps://www.monster.com/career-advice/
article/five-ways-volunteering-can-help-you-get-a-job-hot-jobs). (또
한,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며 취직기회를 노릴 
수 있다). 올바른 자원봉사 기회를 엿볼수 있는 리스
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
makeuseof.com/tag/websites-find-volunteer-work/) 

수료증과 학위증 
대부분의 회사들은 4년제 대학교의 학사증을 요구
하는 반면, 수요가 많은 공기업직은 2년제 대학의 
준학사증이나 수료증만으로도 (https://www.geteducated.
com/careers/highest-paying-associate-degree-jobs/) 더 좋은 취직 
자리로 잇따를수 있다 (https://feed.georgetown.edu/access-
affordability/associates-degrees-certificates-may-be-more-valuable-
than-you-think-says-georgetown-study/). 이같은 신입사원직
의 평균 연봉과 스펙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
다. (https://www.bls.gov/ooh/)

준학사증은 보통 교양과목과 취직준비 목적의 
과목들을 포함된다. 준학사 수료과정은 2년이고, 
커뮤니티 컬리지를 비롯한 몇 몇 대학교에서 
수료가능하다 (https://www.careeronestop.org/LocalHelp/
CommunityServices/find-community-colleges.aspx). 

자격증 프로그램은 취직을 목적한 교육이며 수강하는 
과목들은 취직 준비를 위한 훈련이다 (https://www.
thebalancecareers.com/certificate-programs-that-lead-to-high-paying-
jobs-4171913). 대부분의 자격증은 1년내에 획득 할 수 
있다. 자격증은 Trade School 같은 직업학교나 커
뮤니티 칼리지에서 수강가능하다.  

고가의 영리목적의 직업학교들의 자격증 프로그램
을 주의해야하며 이는 학자금 대출을 빌리되 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료증이나 자격증만 남기는 경우
도 있다 (https://www.consumer-action.org/korean/articles/job_
training_schools_kr). 또한, 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준 
미달의 온라인 프로그램들도 주의해야한다 (https://
www.usnews.com/education/online-education/articles/2015/06/09/7-
warning-signs-an-online-degree-is-a-scam). 프로그램을 선택하
기 전에 희망하는 직업을 고용하는 회사들에 연락하

여 확인하는 면허증이나 수료증이 무엇인지 파악하
는 것도 도움이 된다. 

Department of Education’s (ED) College Score-
card (https://collegescorecard.ed.gov/) 와 College Naviga-
tor (https://nces.ed.gov/collegenavigator/) 에서 직업 학교에 
대한 평가 (비용, 승인, 졸업률, 학자금 대출 금액, 
등등)를 확인 할 수 있다. Georgetown University 
대학교의 웹사이트를 통해 4500개의 학교의 투자자
본수익률 (교육의 가치와 투자를 비교함) 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cew.georgetown.edu/cew-reports/collegeroi/).

선택한 학교의 프로그램이 보증 됐는지 확인해야한
다.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https://www.chea.org/directories) 이나 Department of 
Education (https://ope.ed.gov/dapip/#/home) 에서 승인된 
학교인지 확인해야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승인
된 학교나 프로그램이 수료한 인재들 위주로 선출하
고, 학생들은 ED에서 인정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참전용사들은 GI Bill 을 통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
다: https://www.military.com/education 과 (https://www.consumer-
action.org/korean/articles/job_training_schools_kr#pay).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기여하는 대출금
(federal)을 선택하고, 졸업여부를 떠나 갚아야 한다
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https://www.consumer-action.org/
english/articles/student_loan_and_education_resource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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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컨수머 액션은 교육과 옹호를 통해 전국의 사회
적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공정성과 재
정적 번영을 장려하는 강력한 소비자 권리와 정
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언 및 지원 : 소비자 불만은 https://complaints.
consumer-action.org/forms/english-form에서 제출하거나 
415-777-9635로 전화하십시오. 

핫라인은 중국어,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전화를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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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더보기:
The FTC 는 실업자들을 위한 팁과 정보를 공유한
다 (https://www.consumer.ftc.gov/articles/0402-dealing-job-loss). 
또한, 사기를 목적으로한 직업 리스트에 (https://www.
consumer.ftc.gov/articles/job-scams), 선불을 요구하는  
“교육”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JobScan’s “Considering a Career Change (이직
을 준비할때)” 페이지 (https://www.jobscan.co/career-change) 
는 도움되는 지침들을 포함한다. (몇가지 서비스는 
유료로 진행되지만 일반적인 정보는 무료이다).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s Adult 
Basic Education program (미국 교육부의 성인 기본
교육 프로그램) 은 기본 기초 훈련과 미국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 및 영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
다 (https://www.careeronestop.org/FindTraining/Types/adult-basic-
education.aspx).

AARP 는 노인들을 위한 취직 팁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These Job Programs Can Help 
You Find Work During the Pandemic (팬데믹 
중 취직하기)” (https://www.aarp.org/work/job-search/info-2020/
training-programs.html). 노동부의 노인 지역봉사 취직 
프로그램은 저소득 노인 혹은 실업 노인들의 취직과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https://www.
careeronestop.org/LocalHelp/EmploymentAndTraining/find-older-worker-
programs.aspx).

North America’s Building Trades Unions  
(NABTU) (https://nabtu.org/) 은 대부분의 주의 수습직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NABTU의 무료 120시간 
Multi-Craft Core Curriculum (MC3) 수업 책자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어: https://nabtu.org/
wp-content/uploads/2019/02/NABTU_ApprenticeshipPrograms.pdf / 
스페인어: https://nabtu.org/wp-content/uploads/2019/10/
NABTU_Apprenticeship-Spanish.pdf). MC3 트레이닝 센터 
(https://www.sheetmetal-iti.org/find-a-mc3.asp). 

Helmets to Hardhats (https://helmetstohardhats.org/) 는 
미국 예비군이나 가드, 참전용사, 그리고 현역에서 
상전 중인 군인들을 위한 건설업계 트레이닝 프로
그램에을 소개한다.

이 안내서는 컨수머 액션 (Consumer Action)의 
COVID-19 교육 프로젝트의 일부로 작성되었습
니다. 

모든 프로젝트 재료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www.consumer-action.or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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