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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를 삶과 일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해마다 캐나다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앨버타로 옵니다. 앨버타는 생활 
수준이 높고, 지역사회가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풍경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그리고 기업가를 위한 
풍부한 기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발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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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의 삶
앨버타는 저마다 독특한 성격과 일할  
기회가 있는, 다양한 문화와 지역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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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의 삶
앨버타의 기회를 발견하십시오

왜 앨버타일까?
앨버타는 세계적 수준의 각종 서비스가 있는 다양한 문화와  
지역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앨버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요소의  
하나입니다. 앨버타는 인구가 각각 130만 및 100만인  
캘거리와 에드먼턴 등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고 취업 기회가  
많습니다.

앨버타는 인구가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면적도 네  
번째로 큽니다. 즉, 자연 속으로 탈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 적정성
앨버타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기타 지역들보다 가구  
 소득이 높습니다.

앨버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생활비 관련 장점이 많습니다:

• 보편적 보건의료
•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주는 세금 감면 및 환급
• 캐나다 최저 세율
• 더 저렴한 주택 옵션
• 저렴한 탁아비

보건의료
앨버타의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 체계는 병원, 의원, 다양한 사회 
지원 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 및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 대한 
원활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교육

유치원.–.고등학교
앨버타의 우수하고 포용적인 교육 체계는 언어 또는 종교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학교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12학년)까지 무상이며, 만 6-16세 아동 및 청소년은  
의무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도 및  
프랑스계 주민을 위한 옵션도 있습니다.

고등 교육
26개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이 있는 앨버타는 고등 교육 옵션이  
다양합니다. 앨버타주 정부는 등록금을 보조해주며,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각종 융자, 보조금, 학비 보조금, 장학금,  
지원금 및 기타 학자금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유학생으로 앨버타에 오는 사람에게 앨버타의 고등 교육 기관은  
새로운 학생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여러 가지 도움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이민자 서비스 기관,  
민간 기업, 종교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앨버타주의 여러 곳에서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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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날씨
캐나다에서 네 번째로 큰 앨버타의 다양한 풍경은 대초원, 숲, 산, 강, 
호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원
앨버타는 자연 환경의 보존을 매우 심각하게 여깁니다. 천연자원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든 공원의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앨버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5개 및 국립공원 5개 외에도 
450여 개의 주립공원, 그리고 하이킹, 산악자전거 타기, 낚시, 카누 
타기, 모닥불 앞에 앉아 있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보호 구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날씨
앨버타는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따뜻한  
여름에는 기온이 30C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30C까지  
내려갑니다. 날씨에 적합한 복장을 하기만 하면 연중내내  
어디서나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연간 일조량이 가장 많은 주로서 북쪽은 
1,900시간, 남쪽은 2,300시간에 이릅니다.

문화
앨버타에는 늘 뭔가 할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축제 도시’로  
알려진 에드먼턴에서는 문화유산축제(Heritage Festival),  
국제실험연극제(International Fringe Theatre Festival) 등  
50여 개의 독특한 축제가 해마다 열립니다. 캘거리 스탬피드
(Calgary Sampede)는 앨버타주의 서부 문화유산을 기리는  
로데오 및 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앨버타의 프랑스계 공동체
앨버타의 프랑스계 인구는 캐나다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며 약 87,000에 이릅니다. 앨버타에는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명 및 지명이 약 2천 개 있습니다. 보몬트/보몽,  
리걸/리갈, 팔허/팔러, 플라몽던/플라몽동 등 4개 지자체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어 및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앨버타의 교육 체계는 프랑스계 학교, 프랑스어 몰입 교육,  
FSL 등 다양한 프랑스어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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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에 임시 체류하십시오
앨버타를 방문하거나 앨버타에서 임시로 학업 또는 취업을  
하는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Opportunity Alberta 가이드  |  alberta.ca/opportunity8

앨버타에 임시 체류하십시오 
우리 앨버타주가 제공하는 것 보기

앨버타를 방문하십시오 
관광차, 사업차, 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앨버타를 방문할 경우,  
캐나다 정부가 발급한 캐나다 방문자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TA)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비자
관광차 앨버타를 방문하려면 캐나다 방문자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비자는 단수 또는 복수 비자가 있으며 유효  
기한이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 캐나다 입국 당시에 비자가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조부모 슈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는 
최장 10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입니다. 적격 부모 및 조부모는  
횟수 제한 없이 캐나다의 가족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사업차 방문
사업 확장, 투자 또는 사업 관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사업 방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방문자는 최장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체류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노동허가를 신청하십시오.

앨버타에서 공부하십시오 
앨버타의 고등 교육 체계는 유수한 종합대학, 전문대학, 기술학교, 
혁신적인 연구소 등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앨버타의 고등 교육 기관은 세계 각지의 최우수 인재들이 생명을  
구하거나 삶을 탈바꿈하는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모여드는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영주권 취득 경로 등, 학업 중 및 졸업 
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앨버타의 여러 고등 교육 옵션은 기술직 및 기능직 관련 수료증,  
졸업장, 응용학위, 도제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보건의료에서 과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직업적 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앨버타주 내 지정 교육 기관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공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캐나다 학업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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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에서 일하십시오 
앨버타주 전역에서 저마다의 기술과 재능을 바탕으로 성장과  
혁신에 이바지하는 임시외국인노동자는 앨버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지원이 됩니다.

임시외국인노동자(TFW) 프로그램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TFW 프로그램은 적격 외국인이  
캐나다에서의 임시 또는 최장 3년간의 취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직업 및 기술 수준에 적용됩니다.  
앨버타주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허가 
또는 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MIA에는 
일할 수 있는 곳, 고용주, 직무 종류,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 
등의 특정 조건이 포함됩니다.

앨버타주의 임시외국인노동자조언실(Temporary Foreign 
Workers Advisory Office)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노동이 허가된) 및 고용주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부당하거나, 위험하거나, 건강에 유해한 노동 환경 등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습니다.

국제이동프로그램(IMP)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제이동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고용주가 
LMIA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IMP 
(LMIA 면제) 노동허가를 받으려면 LMIA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이어야 합니다.

고용주 지정 노동허가(Employer-specific Work Permit)는 특정 
고용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방 노동허가(Open Work Permit)는 정해진 기간에 어느  
고용주에서나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학생, 배우자/사실혼자,  
적격 외국 국적자, 여행 및 노동을 원하는 청년 등에게 적용됩니다.

TFW Advisory Office 연락처

lbr.tfwao@gov.ab.ca 

북부 – 에드먼턴: 780-644-2584  
남부 – 캘거리: 403-476-4540

빠른 링크 & 연락처 정보

전자여행허가(eTA): 
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
visit-canada/eta.html 

앨버타에서의 학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study.alberta.ca/

TFW 프로그램 적격 여부 확인: 
cic.gc.ca/CometoCanada

TFW 프로그램 신청: 
cic.gc.ca/english/work/apply-who-nopermit.asp

LMIA 필요 여부 확인: 
cic.gc.ca/english/work/apply-who-permit.asp

임시체류자 안내: 
alberta.ca/temporary-residents.aspx 

임시외국인노동자 관련 자료: 
https://www.alberta.ca/resources-temporary-for-
eign-workers.aspx

mailto:lbr.tfwao%40gov.ab.ca?subject=
http://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html
http://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html
http://study.alberta.ca/
http://cic.gc.ca/CometoCanada
http://cic.gc.ca/english/work/apply-who-nopermit.asp
http://cic.gc.ca/english/work/apply-who-permit.asp
http://alberta.ca/temporary-residents.aspx
https://www.alberta.ca/resources-temporary-foreign-workers.aspx
https://www.alberta.ca/resources-temporary-foreign-worker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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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에 영주하십시오
영주권 취득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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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동자 또는 기업가 자격으로 앨버타로 이주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이민 제도 및 경로가 다양합니다. 일단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 시민이 
되면 캐나다 국내에서는 어디든지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습니다.

연방(캐나다 정부) 이민 제도 및 주(앨버타주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앨버타주 제도는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 AAIP)라고 합니다. 

앨버타에 영주하십시오
앨버타주 및 캐나다 연방 이민 제도를 알아보십시오

주정부 추천 이민 제도 –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는 앨버타주의 노동자 및 기업가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경제 이민 제도입니다.

모든 범주에 환급 불가 신청료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앨버타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범주와 앨버타에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가를 위한  
범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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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범주

앨버타기회범주..
(Alberta.Opportunity.Stream).

현재 앨버타에 살며 일하고 있고 앨버타의 고용주로부터 상근직 고용 제의를 받은 적격 
후보자에 해당

앨버타고속진입범주.
(Alberta.Express.Entry.Stream).

앨버타와의 견실한 유대 관계를 입증했거나 앨버타의 경제 발전 및 다양화 우선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캐나다 정부의 고속진입 체계를 통한 적격 후보자에 해당

가속기술경로.
(Accelerated.Tech.Pathway)

현재 적격 기술 직종에서 앨버타의 기술 산업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은 후보에 해당

농촌쇄신범주.
(Rural.Renewal.Stream)

앨버타의 고용주로부터 앨버타의 지정 농촌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상근직 고용 제의를 
받은 적격 외국 국적자에 해당

기업가 범주  

졸업생기업가범주.
(Graduate.Entrepreneur.Stream)

앨버타의 승인된 고등 교육 기관을 졸업했고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매수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해당

외국인졸업생기업가범주.
(Foreign.Graduate.Entrepreneur.
Stream)

캐나다 국외에서 교육 받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졸업생으로서 앨버타에서 
창업 기업 또는 혁신적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

농촌기업가범주.
(Rural.Entrepreneur.Stream)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가에 해당 – 이들 적격 신규  
이민자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매수함으로써 앨버타의 주요 도회지  
외부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농장범주.(Farm.Stream) 앨버타에서 농장을 매수하거나 시작하고자 하는 유경험 농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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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도
캐나다 정부는 모든 캐나다 이민 제도를 감독합니다.

캐나다고속진입 (Canada Express Entry)
고속진입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IRCC)가 운영하는 영주권 전자 관리  
체계입니다.

고속진입을 이용하려는 후보자는 자신이 다음과 같은 연방 경제  
이민 제도의 자격 기준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입증하는 프로필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 캐나다경험범주(Canadian Experience Class)

• 연방 숙련노동자제도(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 연방 숙련기능직제도(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프로필이 완성된 후보자는 평가 체계에 의해 평가됩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IRCC로부터 영주권 신청 초청장을 받습니다. 

시범 이민 제도
농어촌및북부시범이민제도(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는 소규모 지역사회에 살며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게 영주 경로를 만들어줌으로써 경제 이민의 
효과를 소규모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지역사회 주도 제도입니다.

농식품시범제도(Agri-food Pilot)는 캐나다의 농식품 생산  
부문의 노동 수요를 충족해줍니다. 이 시범 제도는 특정 산업 및  
직종의 유경험 비계절 노동자에게 영주 경로를 제공합니다.

사업 이민 제도
이 제도는 외국 출신 기업가 및 자영업자에게 영주 경로를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벤처가 있을 경우, 창업 비자(Start-Up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 기관이 지원하는 벤처이어야 
합니다.

앨버타에서 자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자영업자제도
(Self-Employed Persons Program)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 
활동 또는 스포츠 부문의 유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초청제도(Family Sponsorship Program)
가족초청제도는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친인척이 앨버타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영주권자가 되도록 후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돌보미제도(Caregiver Program)
돌보미제도는 캐나다에서 2년 이상 아동 보육 또는 고령자/장애인 
자택 간병에 종사한 돌보미를 위한 제도입니다. 

난민 재정착
난민재정착제도(Refugee and Humanitarian Resettlement 
Program)는 캐나다 국외 및 모국 밖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난민을 후원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타 이민 경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고, 이민 신청을 위해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과도한 곤란을 겪게 될 사람은 인도주의 이민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임시체류허가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고 간주되었다면 허가소지자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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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봐야 할 것
• 이민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이민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사용한다고 신청 수속이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인을 사용하더라도 캐나다 정부 및 앨버타주 
정부가 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할 경우, 대리인을 
사용한다고 진술하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이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앨버타주 이민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신청료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서식을 정확히 
사용하십시오.

 - AAIP는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원본에 공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공인번역사(certified 
translator)를 찾아보려면  앨버타주번역사및통역사협회
(Association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Alberta 
- ATIA)를 방문하십시오.

• 특정 이민 범주로 신청하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국가직업분류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 NOC) 코드를 찾아서 
주 또는 연방 이민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캐나다 정부가 개발한 
NOC 시스템은 캐나다의 모든 직업을 분류한 것입니다. 

인터넷 스캠 및 가짜 웹사이트를 조심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캐나다 취업이나 비자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캐나다의 이민관, 캐나다 대사관, 고등판무관실 및 영사관만  
비자 발급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아보십시오:  
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
protect-fraud.html

빠른 링크

AAIP 이민 범주: 
https://www.alberta.ca/alberta-advantage-immigra-
tion-program.aspx

캐나다 정부 제도: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
ship/services/immigrate-canada.html  

앨버타주번역사및통역사협회(ATIA): 
atia.ab.ca/ 

국가직업분류 코드찾아보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
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
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대리인의 자격 여부 확인하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
ship/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representative/
choose/authorized.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protect-fraud.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protect-fraud.html
https://www.alberta.ca/alberta-advantage-immigration-program.aspx
https://www.alberta.ca/alberta-advantage-immigration-program.aspx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html
http://atia.ab.c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eligibility/find-national-occupation-code.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representative/choose/authorized.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representative/choose/authorized.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representative/choose/authorized.html


Opportunity Alberta 가이드  |  alberta.ca/opportunity 15

앨버타에서 일하십시오
앨버타의 임금은 캐나다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주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Opportunity Alberta 가이드  |  alberta.ca/opportunity16

일자리를 찾으십시오
앨버타의 임금은 캐나다 최고 수준입니다. 앨버타의 봉급은 고용주, 
근무 시간, 학력, 필요한 경력, 직책 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앨버타에서 일자리를 찾고 커리어를 쌓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 및 자원이 많습니다:

• 앨버타주 지원센터(Alberta Supports Centre)는 앨버타주 
전역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용 
박람회, 워크숍, 설명회, 노동시장 안내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 Alis는 구직,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봉급 협상 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온라인 자원입니다.

• 이민자 서비스 기관은 구직 지원 등, 신규 이민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의 기초(Work Search Basics)는 앨버타주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정부의 직업은행(Job Bank)은 앨버타주의 현재 취업 
기회 목록을 유지관리합니다. 매일 새로운 일자리가 광고됩니다. 
구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려면 일자리 매치(Job Match)를 
통해 자신의 기술과 경험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찾으십시오.

• 다른 구직 사이트로는 앨버타주 전역에 구직 기회를 광고하는 
앨버타주 구인게시판(Alberta Job Postings) 등의 여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십시오
또 다른 구직 방법은 네트워킹입니다. 즉, 친구, 이웃,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 등과 어울리면서 일반에 광고되지 않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다음 멘토십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 에드먼턴지역 이민자취업협의회(Edmonton Region 
Immigrant Employment Council - ERIEC)

• 캘거리지역 이민자취업협의회(Calgary Region Immigrant 
Employment Council - CRIEC)

앨버타에서 일하십시오
앨버타에서의 구직 및 학력 증명 관련 안내

직업소개소에 등록하십시오
허가된 직업소개소도 여러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임시직을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특정 산업에 중점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는 구직 지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다듬으십시오
이력서에는 기술이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고용주에게 필요한 특정 
기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는 경력을  
요약하고, 해당 일자리에 대해 자신이 최고의 후보인 이유를  
설명하는 한 쪽짜리 문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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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고용 제의를 받을 때까지는 여러 일자리에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쌓으려면 관련 분야의 일자리에 지원하고, 학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자원봉사 활동도 캐나다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직업적 및 개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직은 여러분의 학력 또는 직업 훈련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고,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캐나다의 직장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및 자격
교육적 및 직업적 자격과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여러분의 증명 및 자격을 평가 받아서 앨버타주의 기준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 증명은 고등학교 또는 고등 교육 과정을 수료했음을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국제자격평가서비스(International Qualifications 
Assessment Service - IQAS)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증명을  
평가하여 앨버타주의 기준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여줍니다.

규제 직종
규제 직종에서 일하려면 해당 노동자가 노동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직업 규제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캐다나로 오기 전에 이민 목적으로 증명 및 자격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일단 캐나다에 오면 여러분의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 
본인의 직종에 해당하는 전문 규제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앨버타에서 지정된 기능직종에서 일하려면 인정된 학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앨버타에서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고용 제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학력 증명이 앨버타주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학력 증명이 앨버타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직종에서 자격증을 받으려면 a) 도제가 되거나, b) 직업 경력을 
바탕으로 기능직 자격 인정 프로그램에 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빠른 링크 & 연락처 정보

앨버타주 지원센터(ASC):  
alberta.ca/alberta-supports.aspx 

Alis: 
alis.alberta.ca/look-for-work/

취업 지원 서비스: 
alberta.ca/employment-services.aspx

앨버타주 이민자서비스기관협회(Alberta Association of 
Immigrant Serving Agencies - AAISA): 
aaisa.ca/membership-directory/ 

구직의 기초: 
alis.alberta.ca/look-for-work/find-work/
work-search-basics/

직업은행:  
ab.jobbank.gc.ca/home-eng.do
alis.alberta.ca/occinfo/jobs-in-alberta/
alis.alberta.ca/categories/look-for-work/job-banks/

네트워킹: 
에드먼턴 - https://www.eriec.ca/career-mentorship-pro-
gram/
캘거리 - https://www.criec.ca/

외국 자격 인정 (Foreign Qualification Recognition): 
alberta.ca/foreign-qualification-recognition.aspx

국제자격평가서비스(IQAS): 
alberta.ca/IQAS

앨버타주 자원봉사자협회(Volunteer Alberta): 
volunteeralberta.ab.ca/for-volunteers/
find-a-volunteer-opportunity/

http://alberta.ca/alberta-supports.aspx
http://alis.alberta.ca/look-for-work/
http://alberta.ca/employment-services.aspx
http://aaisa.ca/membership-directory/ 
http://alis.alberta.ca/look-for-work/find-work/work-search-basics/
http://alis.alberta.ca/look-for-work/find-work/work-search-basics/
http://ab.jobbank.gc.ca/home-eng.do
http://alis.alberta.ca/occinfo/jobs-in-alberta/
http://alis.alberta.ca/categories/look-for-work/job-banks/
https://www.eriec.ca/career-mentorship-program/
https://www.eriec.ca/career-mentorship-program/
https://www.criec.ca/
http://alberta.ca/foreign-qualification-recognition.aspx
http://alberta.ca/IQAS
http://volunteeralberta.ab.ca/for-volunteers/find-a-volunteer-opportunity/
http://volunteeralberta.ab.ca/for-volunteers/find-a-volunteer-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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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에서 창업하십시오
앨버타 사람들은 젊고, 학력이 높고, 다양한 인력이  
뒷받침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또한  
법인세가 캐나다에서 가장 낮으며 주 판매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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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앨버타는 창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앨버타 사람들은 젊고,  
학력이 높고, 다양한 인력이 뒷받침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앨버타는 또한 법인세가 캐나다에서 가장 낮으며 주 판매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앨버타로 이주하여 살며 일할, 재능 있는 신규 이민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가를 환영합니다.

앨버타에서 창업을 하고 영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민 범주에 관해  
알아보려면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11쪽)를 참조하십시오.

의문이 있거나 신청에 관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음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entrepreneur.supportservice@gov.ab.ca.

자원

앨버타의 소기업
앨버타는 소기업 설립에 있어서 캐나다에서 으뜸입니다.

창업을 할 때 앨버타의 기업가들은 조언과 지도, 금융, 훈련, 시장  
확장 관련 안내,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앨버타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소기업 인허가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비즈니스 링크(Business.Link)
비즈니스 링크는 이민자 기업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대일 코칭 지원

• 안내 자료, 가이드북, 점검표

• 훈련 및 워크숍

• 네트워크 연계 구축

앨버타주 지역사회미래(Community.Futures.Alberta)
앨버타주 지역사회미래네트워크(Community Futures Network 
of Alberta - CFNA)는 앨버타주 농촌 지역의 27개 지역사회미래
(Community Futures) 사무소를 통해 소기업 개발 및 농촌 경제  
개발을 제공합니다.

CFNA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돕기

• 마케팅 계획 또는 사업 확장 전략

• 일대일 지도 및 비즈니스 멘토링

앨버타에서 기업가가 되십시오
창업 방법 안내

빠른 링크 & 연락처 정보

소기업 설립: 
alberta.ca/small-business-resources.aspx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businesslink.ca/what-we-do/
immigrant-entrepreneur-program/ 

앨버타주 지역사회미래네트워크:   
albertacf.com/

http://alberta.ca/small-business-resources.aspx
http://businesslink.ca/what-we-do/immigrant-entrepreneur-program/ 
http://businesslink.ca/what-we-do/immigrant-entrepreneur-program/ 
http://albertac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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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를 집으로  
삼으십시오
주택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앨버타에서의  
새로운 삶의 일상을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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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기 전에
캐나다 정부 및 앨버타주 정부 모두 신규 이민자에게 도착 전 안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몇몇 서비스는 캐나다 국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고, 또 몇몇 서비스는 영주권자로 확인된  
상태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노동허가를  
가진 임시 체류자, 귀화 캐나다인 및 난민 신청자에게 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앨버타주 관련 정보
시간과 돈을 절약하려면 앨버타주에 오기 전에 중요한 서류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고용주, 앨버타주 규제 기관, 교육 기관, 증명 및 
 자격 평가 기관 등에 이 서류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됩니다:

• 유효한 여권

• 이민 서류

• 직장 추천서

• 학교/대학 성적증명서

앨버타를 집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앨버타 정착을 돕기 위한 정보

연방 서비스
일단 IRCC가 여러분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하면(아직 캐나다 국외에 
있을 경우) 여러분과 가족은 캐나다에서의 삶에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각종 대면 및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착 전 서비스는 다음과 관련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이주 준비

• 학력, 직업 경력 및 각종 증명 및 자격을 캐나다에서 인정 받기

• 가망 고용주들에게 연락하여 일자리 찾기

• 캐나다에 도착한 후 각종 무료 서비스 받기

정착과 융화

신규 이민자 서비스
앨버타에는 다양한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자 서비스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앨버타주 이민자서비스기관협회(AAISA)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민난민시민부(IRCC)의 ‘Welcome to Canada’  
가이드를 읽어보십시오: 
(cic.gc.ca/english/pdf/pub/welcome.pdf)

http://cic.gc.ca/english/pdf/pub/welcom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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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규 이민자를 포함한 많은 개인 및 가정이 주택 구매를 위한  
선납금을 내기에 충분한 돈을 모을 때까지는 주택을 임차합니다.

주택 임차하기
주택을 임차할 때는 임대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예를 들어 1년간 또는 월 단위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비용이 있습니다. 임대료에는 
전기, 난방 등의 수도광열비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임대주에게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임대주는 입주하기 전에 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은 잠정적 주택 파손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파손된 부분이  
없을 경우, 이사갈 때 전액 돌려받습니다.

주택 구매하기
앨버타에서는 부동산중개인 또는 개인 매매를 통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사람들의 주택 매매를 돕는 전문가로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 판매자가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부동산중개인에게 주택 구매를 의뢰하기 전에  
이에 관해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링크 & 연락처 정보

서비스 앨버타(Service Alberta) – 임대차 계약:
https://www.alberta.ca/rental-agreements.aspx

캐나다주택금융공사(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https://www.cmhc-schl.gc.ca/en

https://www.alberta.ca/rental-agreements.aspx
https://www.cmhc-schl.gc.c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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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중교통
앨버타의 대중교통에는 버스 및 기차가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은  
시내 여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방자치체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검색해보십시오.

장거리 여행
앨버타주 내 및 외지 여행을 할 경우, 주요 옵션은 버스, 기차 또는  
항공기입니다. 앨버타에는 에드먼턴 및 캘거리의 국제 공항을  
포함하여 11개 공항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생각이 없더라도 신분증 및 거주  
증명용으로 앨버타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앨버타주에서는 등급식 운전면허증(Graduated Driver’s Licence 
- GDL)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론 
시험, 보조자 동반 운전 경력 2년(면허 정지 무기록 1년 포함), 도로 
주행 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이미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이 GDL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캐나다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앨버타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거나, GDL 제도에서 요구되는 운전 
경력 기간에서 실제 운전 경력 기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보험 가입 및 등록
앨버타주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구매 후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생각이 없을 경우, 신분증 및 거주  
증명용으로 앨버타 신분증(Alberta ID Car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링크 & 연락처 정보

자동차 구매 또는 리스: 
https://www.alberta.ca/buying-selling-vehicle.aspx

자동차 보험: 
https://albertaairb.ca/

자동차 번호판 취득:
https://www.alberta.ca/licence-plates.aspx

운전면허증 취득:
https://www.alberta.ca/get-drivers-licence.aspx

비앨버타주 운전면허증 교환: 
https://www.alberta.ca/exchange-non-alberta-li-
cences.aspx

https://www.alberta.ca/buying-selling-vehicle.aspx
https://albertaairb.ca/
https://www.alberta.ca/licence-plates.aspx
https://www.alberta.ca/get-drivers-licence.aspx
https://www.alberta.ca/exchange-non-alberta-licences.aspx
https://www.alberta.ca/exchange-non-alberta-licen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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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앨버타주 보건의료보험계획(Alberta.Health.Care.Insurance.
Plan.-.AHCIP)
앨버타는 AHCIP를 통해 기본적인 의료 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 계획은 영주권자 및 임시 체류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방문자 또는 관광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앨버타에 도착하면 3개월 이내에 AHCIP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장 비용
AHCIP는 여러 가지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 보험을  
권장합니다. 많은 고용주가 이러한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의료 보험 
계획을 제공합니다. 보험료 등의 수수료는 고용인 보수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의료 보험 계획을 제공하지 않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개인 의료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
AHCIP에 등록하고 나면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 보건의료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이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의사, 실험실, 진료소 및 병원 방문이  
무료입니다. 카드가 없으면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예약(walk-in).진료소 및 가정의.
무예약(walk-in) 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예약이 필요 없지만,  
가정의를 만날 때는 예약해야 합니다. 새 환자를 받는 의사를  
찾아보려면 ‘빠른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응급 의료 서비스
스스로 안전하게 병원에 갈 수 없을 경우, 911로 전화하면 구급차가 
와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이 응급 수송 서비스가  
보장되는 민간 의료 보험이 없으면 구급차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많은 사람이 삶의 한 시점에 정신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도 없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정신 건강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 중독, 위기 상황 등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재정 지원
가구 소득이 낮을 경우, 앨버타주 성인보건급여(Alberta Adult 
Health Benefit) 또는 앨버타주 아동보건급여(Alberta Child 
Health Benefit)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링크 & 연락처 정보

새 환자를 받는 의사 찾아보기:
https://www.albertahealthservices.ca/info/
Page13253.aspx

https://www.albertahealthservices.ca/info/Page13253.aspx
https://www.albertahealthservices.ca/info/Page1325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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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십시오
영어는 앨버타에서 비즈니스, 학교 및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주  
언어입니다. 견실한 영어 구어 및 문어 능력은 정착 및 구직 과정을 
더 순조롭게 만들어줍니다.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이민자 서비스 기관, 민간 기업, 종교 단체, 
지역사회 단체 등, 앨버타의 많은 곳에서 영어 훈련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정부 또는 앨버타주 정부가 제공하는 언어 프로그램은  
무상이거나,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자신이 언어 교실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알아보려면 소속 학교 또는 앨버타주 지원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 지원에는 탁아비, 교통비 및 생활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특정 과정을 수료해야 할 경우, Windmill 
Microlending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십시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언어벤치마크(Canadian Language 
Benchmarks - CLB)를 사용하여 언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벤치마크 1은 영어 능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벤치마크 
12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는 CLB 4가 필요합니다. 앨버타에서  
일하려면 일반적으로 CLB 5-8이 필요합니다. 앨버타에서  
공부하려면 CLB 6-9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CLB 수준 알아보기:

• 무료로 할 수 있는 캐나다언어벤치마크(CLB) 온라인 자가평가
(Self- Assessment)를 하십시오. 자신의 현재 CLB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 다음 언어평가의뢰센터(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중 한 곳에서 정식 CLB 평가를 받으십시오.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경우, 캐나다 정부 및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추가적 옵션을 알아보려면 이 
단원 끝부분의 빠른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교육

초등 및 중등 교육
만 5세 아동부터 만 19세 청소년에 대한 공공 교육은 무상입니다.  
앨버타주에서 만 6-16세 아동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원하는 부모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 체계는  
12학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등 교육 및 성인 교육
모든 연령의 성인은 학력을 취득하고, 지식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앨버타주 고등교육부(Alberta Advanced Education)는 추가적  
교육 또는 훈련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 자료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관 및 고등 교육 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대학은 학부 및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공립 전문대학은 수료증, 졸업장, 학업적 업그레이드, 종합대학 
편입, 도제, 평생 교육 및 응용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사립 전문대학은 수료증, 졸업장, 학업적 업그레이드, 종합대학 
편입, 평생 교육 및 몇몇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립 
전문대학은 종교 단체에 부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 과학기술 대학은 수료증, 졸업장, 응용 학위, 도제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부분 과정이 기능직 또는 기술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사립 직업학교는 경매인, 바텐더, 모델, 컴퓨터보조제도 기술자 등 
특정 직업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도제 훈련 프로그램은 기능직의 교실 및 현장 병행 훈련을 
제공합니다.

• ‘평생 교육’ 또는 ‘선진 교육’이라고도 하는 성인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장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주제에 관해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성인을 
위한 수업 또는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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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
앨버타는 아동을 몇 살 때 혼자 내버려둘 수 있는지 정한 법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사용하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앨버타주 사람들은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탁아비를 지불합니다. 탁아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7세 미만 아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인가된 탁아소

• 데이홈(family day home)은 가정집에서 인가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업전/방과후 탁아(out-of-school care) 프로그램은 통상적 
학교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학령 아동에 대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아원(pre-school 또는 nursery) 프로그램은 만 2-5세 아동이 
배우고, 놀고, 발달하도록 장려합니다

탁아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정부의 탁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 아동
자녀가 특수한 필요가 있을 경우(지속적 의료, 장애, 발달지체 등), 
아동서비스 (Children’s Services) 또는 장애아동가정지원 (Family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SCD)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링크 & 연락처 정보

정부 탁아 재정 지원:
https://www.alberta.ca/child-care-subsidy.aspx

아동서비스:
https://www.alberta.ca/childrens-services-office-lo-
cations.aspx

장애아동가정지원(FSCD) 프로그램:  
https://www.alberta.ca/fscd.aspx

https://www.alberta.ca/child-care-subsidy.aspx
https://www.alberta.ca/childrens-services-office-locations.aspx
https://www.alberta.ca/childrens-services-office-locations.aspx
https://www.alberta.ca/fsc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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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링크

앨버타주 고등교육부(Advanced Education): 
alberta.ca/advanced-education.aspx

학업 계획을 세우십시오(Plan Your Studies) -  
학력 증명 및 프로그램: 
http://study.alberta.ca/plan-your-studies/
credentials-programs/

CLB 자가평가(Self-Assessment): 
clb-osa.ca/home

언어평가의뢰카운슬링센터(Language Assessment,  
Referral & Counselling Centre): 
앨버타 북부 - larcc.cssalberta.ca/

앨버타 남부 -  
settlementcalgary.com/clarc-registration/

탁아 보조금: 
alberta.ca/child-care-subsidy.aspx

아동서비스(Children’s Services): 
alberta.ca/childrens-services-office-locations.aspx

FSCD 프로그램: 
alberta.ca/fscd.aspx 

여성 허브(Women’s Hub): 
https://www.alberta.ca/womens-hub.aspx

가정폭력 안내 전화(Family Violence Info Line): 310-1818

비상 보호소(Emergency Shelter):  
https://www.alberta.ca/find-shelters.aspx

도착 전 서비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
ship/services/new-immigrants/new-life-canada/pre-arriv-
al-services.html

앨버타주 이민서비스기관협회: 
aaisa.ca/membership-directory/

서비스 앨버타 – 임대차 계약: 
alberta.ca/rental-agreements.aspx

주택 구매 | 캐나다주택금융공사(CMHC)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cmhc-schl.gc.ca/en

에드먼턴 대중교통 안내: 
edmonton.ca/edmonton-transit-system-ets.aspx

캘거리 대중교통 안내: 
https://www.calgarytransit.com/home.html

운전면허증 취득: 
alberta.ca/get-drivers-licence.aspx

자동차 구매 또는 리스: 
alberta.ca/buying-selling-vehicle.aspx

자동차 보험: 
airb.alberta.ca/drivers/getting_insurance.aspx

자동차 번호판 취득: 
alberta.ca/licence-plates.aspx

의사 찾기: 
albertahealthservices.ca/info/Page13253.aspx

정신 건강 문제 관련 무료 서비스: 
http://www.albertahealthservices.ca/amh/amh.aspx

http://alberta.ca/advanced-education.aspx
http://study.alberta.ca/plan-your-studies/credentials-programs/
http://study.alberta.ca/plan-your-studies/credentials-programs/
http://clb-osa.ca/home
http://larcc.cssalberta.ca/
http://settlementcalgary.com/clarc-registration/
http://alberta.ca/child-care-subsidy.aspx
http://alberta.ca/childrens-services-office-locations.aspx
http://alberta.ca/fscd.aspx
https://www.alberta.ca/womens-hub.aspx
https://www.alberta.ca/find-shelters.aspx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new-life-canada/pre-arrival-service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new-life-canada/pre-arrival-service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new-life-canada/pre-arrival-services.html
http://aaisa.ca/membership-directory/
http://alberta.ca/rental-agreements.aspx
https://www.cmhc-schl.gc.ca/en
http://edmonton.ca/edmonton-transit-system-ets.aspx
https://www.calgarytransit.com/home.html
http://alberta.ca/get-drivers-licence.aspx
http://alberta.ca/buying-selling-vehicle.aspx
http://airb.alberta.ca/drivers/getting_insurance.aspx
http://alberta.ca/licence-plates.aspx
http://albertahealthservices.ca/info/Page13253.aspx
http://www.albertahealthservices.ca/amh/amh.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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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국립공원 및 

주립공원

+6K
추천증명서

26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평균 소득

+6K
외국인 노동자

8%
영업세

90K
3년간 창출 일자리

$ 104K

앨버타는 장엄한 산, 구릉진 언덕,  
울창한 산림, 광활한 대초원 등이 있는 
455여 개의 국립 및 주립 공원과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우리는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를 통해 6,250명에게  
추천증명서를 발급하여 앨버타 영주권 
취득을 도왔습니다.

2020-2021년도를 기준으로  
앨버타에는 26개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이 있으며, 27,000여 명의  
유학생이 이 학교들에서 고품질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앨버타의 평균 가구소득은 $104,000 
(세후)입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 평균인 
$92,800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2020년에 6,67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TFWP)을 
통해 앨버타에 왔습니다.

앨버타의 영업세율은 8%로  
캐나다에서는 최저이며, 북미  
전체에서는 최저 지역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향후 3년간 $207억을 투자하여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9만  
개의 직접 및 간접 고용을 창출합니다.

숫자로 나타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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