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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 
 
2022 년 6 월 2 일 

알버타 잡스 나우 (Alberta Jobs Now) 신청서가 내일 재개됩니다 –고용주들이 새로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성장하는 경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알버타 복구 계획 (Alberta’s Recovery Plan)의 압도적인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알버타 잡스 나우 (Alberta 

Jobs Now) 프로그램은 6 월 3 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잠재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최대 10 명의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들을 고용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직원 1 인당 25,000 달러까지 직원 연봉의 25%를 지원합니다. 총 9,000 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장기 실업에 직면한 알버타인들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새로운 직책을 최소 연속 27 주 동안 

실직한 사람으로 채우는 경우, 최대 37,500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실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높은 가치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올해 5 월 현재, 12,600 명 이상의 알버타인들이 알버타 잡스 나우의 승인을 받은 직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알버타 잡스 나우는 작년 팬데믹 가운데서 알버타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고, 현재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되는 가장 

높은 유형의 직업에는 식음료 서버, 요리사, 소매 판매원, 행정관 및 운송 트럭 운전사들이 있습니다. 

알버타 회복 지원 

알버타 잡스 나우는 기술 훈련 및 고용 보조금으로 노동력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알버타 복구 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으려면, 민간 부문 사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들이 알버타인들을 신규 또는 공석에 

고용하는 데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 고용된 사람은 알버타에 거주하고 일해야 하며, 지난 90 일 이내에 

그 고용주를 위해 일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간단한 정보들 

 고용주들은 6 월 3 일 오전 9 시부터 alberta.ca/jobsnow 에서 알버타 잡스 나우 3 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Classification: Public 
 

 이전 모집 마감일인 2021 년 12 월 17 일 또는 그 이후에 자격이 되는 직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배정될 때까지, 신청서는 접수순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보조금은 급여 또는 교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2 년 5 월 현재 프로그램에 지원한 상위 5 개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문 – 21.12% 

o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11.19% 

o 건설- 9.46% 

o 소매 거래 – 7.47% 

o 제조 – 6.94% 

관련 정보 

 알버타 잡스 나우 

 알버타 복구 계획 

미디어 문의 

로이 달만 (Roy Dallmann)  

587-873-7140 
노동 이민부, 언론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