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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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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정부는 학업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표적화 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억 1,3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합니다. 

알버타 아동 및 청소년 웰빙 실행 계획 (Child and Youth Well-being Action Plan)의 일환으로 2022년 예산을 

통해, 알버타 정부는 정신 건강, 전문적 평가, 학습 손실 지원을 위해 3년 동안 1억 1,0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할당합니다. 알버타 정부는 다음 학년도에 혁신적인 학교 영양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 비영리 

단체들에 300만 달러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다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신 건강 

알버타 정부는 2022-23년도 및 2023-24년도에 연간 최대 1,000만 달러를 할당하여, 학생들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및 서비스와 학교 커뮤니티를 위한 도구, 훈련 및 자원 제공 개선에 중점을 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이해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학부모, 교육자 및 지역 사회 

파트너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전문적 평가 

알버타 정부는 또한 2022-23년도 및 2023-24년도에 연간 최대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문적 평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전문적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언어 병리학자, 물리 치료사, 직업 치료사, 작업 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s) 또는 심리학자를 

포함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금도 포함됩니다. 

학습 손실 지원 

교육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은, 장기적인 학습 성공을 보장하고 미래의 학습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2021-22학년도 기금의 일회성 연장으로 2022-

23학년도에 최대 1,000만 달러로 2-4학년 학생들이 계속하여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가 개입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교 당국은 2021-22년 학습 손실 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6월 15일까지 알버타 교육부에 필요한 연말 

보고서를 제출해야 연장 기금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학교 당국은 승인된 목록에서 선택한 문해력 및 

수리력 선별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2022년 9월부터 학교 당국이 문해력 및 수리력 선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 승인된 목록은 4월달에 제공되었습니다. 



Classification: Public 
 

학교 영양 

알버타 정부는 또한 2022-23학년도 동안 혁신적인 학교 영양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 비영리 단체들에 

300만 달러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알버타 회복 계획 (Alberta’s Recovery 

Plan)의 일환으로 제안서 요청을 통해 선정된 비영리 단체들은, 취약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학교의 운영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방식들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학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알버타 교육부는 또한 알버타의 학교 영양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입니다. 

간단한 정보들 

 현재 4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알버타 영양 지침 (Alberta Nutrition Guidelines for Children and Youth)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학교에서의 정신 건강 

 학교 영양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웰빙 실행 계획 

 알버타 복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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