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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사 지원 

2023년 2월 13일 미디어 문의 

알버타 주 정부는 간호사 브릿지 프로그램의 정원을 

600자리 이상 확대하고 국제 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장학금 지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에는 세계 최고의 최전선 의료진이 있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는 알버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알버타 주 정부는 더 많은 국제 

간호사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알버타의 의료 시스템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제간호사를 위한 장학금 

2023년 예산안에 따라 알버타 주 정부는 국제간호사를 위한 비상환성 재정 지원을 

위해 매년 78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가을에 국제간호사를 위한 

신규 재정 지원을 위한 125만 달러의 기금 발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격을 갖춘 국제간호사는 간호 브릿지 프로그램, 학비 및 생활비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5년 동안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2023-24 

학년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지출한 6,000달러당 알버타주에서 1년 동안 간호 서비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간호사가 알버타주 내에서 취업함으로써 

알버타주 환자와 지역사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프로그램을 감독할 

것이며 알버타 학생 재정 보조 부서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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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에 거주하는 국제간호 학생 중 승인된 브릿지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등록한 

학생은 다른 연방 또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 자격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적격 장학금의 금액은 개인의 학업 프로그램, 학비, 자격증 및 

프로그램 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8,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이는 최근 알버타 주와 필리핀 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중 간호사를 알버타에 

유치하고 주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한 합의 사항 중 하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알버타주 간호사 브릿지 프로그램 정원 600석  추가 

2023-24학년도부터 3년간 73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공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위한 600개 이상의 정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로 마운트 로얄 대학교의 간호사 브릿지 프로그램에 256개의 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보우 밸리 칼리지(Bow Valley College)에 120석, 노퀘스트 

칼리지(NorQuest College)에 250석의 실무 간호사 브릿지 프로그램 자리 마련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 

• 해외에서 학업 중인 알버타 주민 및 국제 학생 

• 알버타 2030: 일자리를 위한 기술 향상 

• 의료 서비스 실행 계획 

멀티미디어 

• 기자 간담회 보기 

 

 

https://www.alberta.ca/albertans-studying-abroad-international-students.aspx
https://www.alberta.ca/alberta-2030-building-skills-for-jobs.aspx
https://www.alberta.ca/healthcare-action-plan.aspx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youtube.com%2Fwatch%3Fv%3DwK5Gk-MC2Y8&data=05%7C01%7CAmandeep.Sidhu%40gov.ab.ca%7Cf5750ee530fc4041a51608db0e018d45%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11917204250873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hIN5VkCEtT5S86fC1CF1gRrRhvUnpm4qlED6cGevbV8%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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