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 DOL 가상 취업 박람회
기업을 위한 자료
가상 취업 박람회란 무엇인가요?

라이브의 날

가상 취업 박람회는 기업들이 기존 채용 이벤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동적인 솔루션입니다. 뉴욕주
노동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들이
가상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실제 이벤트의
친숙한 느낌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라이브 이벤트는 구직자들이 참가업체 부스와 다양한 취업
기회를 둘러보고, 기업과 구직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혜택
• 라이브 전날 후보자 이력서 검토

온라인 플랫폼

• 후
 보자와 일대일 채팅으로 자격 및 직무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뉴욕주 노동부는 잠재 후보자를 위한 더 나은 구직 경험을
촉진하는 동시에 최고의 인재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이
브랜드 디지털 환경을 도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회
 사의 여러 채용 담당자가 이벤트에 로그인하여
채팅하도록 하세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한한 사용자 기능과 함께 모바일에 익숙한 디자인
• 맞춤형 전시 부스

• 화상 채팅 후보자에 대한 옵션
• 이
 벤트 후 채팅 대화 및 이력서 검토 및 선택한
후보자에 별표 표시

• 라이브 이벤트 중 웹캐스트 개최 가능

• 종
 일 사무실을 나와 이동하고 부스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 비용과 귀중한 시간을 절약

참가 방법:

• 자
 신의 업무 공간에서 편안하게 후보자를
만나면서 계속 업무 가능

서명하세요! 초대 링크를 사용하여 이벤트 등록
설정하세요! 로고, 이미지, 작업 설명, 비디오, 링크 등을
사용하여 이벤트 전에 가상 부스를 설정하십시오!
전시하세요! 채팅 기능에 로그인하여 라이브 당일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 귀사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의 참여 유도
• 귀사 부스를 방문한 방문자의 이력서 사본 접수

시사회의 날
시사회의 날 이벤트 전날부터 라이브 이벤트가 시작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시사회의 날 당일 구직자들은 라이브 행사에 앞서
참가업체 부스와 다양한 취업 기회를 둘러보며 라이브 현장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NYS DOL 직원은 전체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가상 부스 설정
및 라이브 사이트 탐색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GOOGLE CHROME 웹 브라우저
Google Chrome은 백엔드 사이트와 라이브 사이트 모두에
권장되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타사 웹 브라우저는 채팅에
연결하거나 백엔드 사이트에 완전히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터넷 방화벽 알림: 귀사에 인터넷 방화벽 정책이 있는 경우
이는 사이트의 진입, 사용 및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다가오는 가상 직업 박람회에
등록하려면 VirtualJobFairs@labor.ny.gov로 가상 이벤트
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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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부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는 요청 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