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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선택을 더 쉽게 만든다 
2022년 10월 4일 

앨버타주 정부, 15개 언어로 된 정보 및 자료로 
이민자를 지원하는 새 웹사이트를 통해 신규 이민자가 
앨버타에 터를 잡고 잘 살도록 돕는다 

앨버타주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결정을 도와주는 Opportunity Alberta 
웹사이트 및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민자는 우리 주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번역된 자료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유용하다. 창업을 하기 위해 오건, 
세계적 수준의 학교에 다니기 위해 오건, 일자리를 찾아 오건, 저마다의 꿈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앨버타주 정부는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융화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는 실제적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의 이 업데이트는 모든 사람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유의미한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의 앨버타주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이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 

앨버타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로 된 가이드를 보면서 
앨버타주 정부의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와 
같은 제도 및 시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농촌쇄신범주, 외국인졸업생, 
임시외국인노동자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춘 몇몇 범주를 통해 주 정부가 영주권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앨버타주의 신규이민자공정대우행동계획(Fairness for Newcomers Action Plan)은 
신규 이민자가 저마다의 기업가적 추진력과 기술을 가지고 앨버타주에 올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의 하나이다. 앨버타주의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http://www.alberta.ca/opportunity-alberta.aspx
http://www.alberta.ca/opportunity-alberta.aspx
https://open.alberta.ca/publications/opportunity-alberta-guide
https://www.alberta.ca/alberta-advantage-immigration-progra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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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정부는 모든 앨버타주 주민에게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및 다음 언어로 된 가이드 다운로드하기: alberta.ca/opportunity 

o 영어 
o 프랑스어 
o 스페인어 
o 타갈로그어 
o 중국어(간체 및 번체) 
o 아랍어 
o 힌디어 
o 한국어 
o 페르시아어 
o 소말리어 
o 펀자브어 
o 우르두어 
o 베트남어 
o 우크라이나어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는 앨버타주 영주권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제 제도이다. 최종 
결정은 연방 정부가 한다. 

관련 정보 
• Opportunity Alberta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lberta.ca%2Fopportunity&data=05%7C01%7CAmandeep.Sidhu%40gov.ab.ca%7Cd4b2ccc1f8e148ff76c008daa64777fe%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05123119711567%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S3YNG1UJInXmaKsZGuTMALiZLUJi06CnOa96RdvmEk%3D&reserved=0
https://www.alberta.ca/opportunity-alberta.aspx
https://www.alberta.ca/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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