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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직업시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인재를 유치한다 
2023년 1월 18일 미디어 문의 

앨버타주 정부는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주요 부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앨버타주 경제는 견실하게 회복했지만, 추가적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다. 앨버타주 정부는 앨버타주에 가까운 친척이 사는, 해외에서 교육/훈련 받은 고수요 
노동자들이 그러한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 AAIP)을 수정하고 있다. 

AAIP는 앨버타주가 자격 있는 노동자를 영주권자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인 
이민 제도이다. 신규 이민자가 앨버타주에서 일자리를 수락할 때 이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면 새로운 문화와 공동체로의 전환이 더 쉬울 가능성이 더 많다. 이 제도는 
앨버타주에서의 삶에 융합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자를 더 오래 
보유할 수 있게 해준다. 

산업 전문가들은 앨버타주가 산업 성장 및 노동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재 앨버타주는 모든 부문에 걸쳐 1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 고수요 부문은 보건의료, 건설, 교육, 기술, 엔지니어링 등이다. 

간추린 사실: 

• 앨버타주는 2022년 12월에 41,000개의 신규 상근직이 창출되어 2022년도 총 
상근직 수가 약 94,000개가 되었다. 2021년 이후 앨버타주에서는 221,000개의 
상근직이 추가되었다. 

• 앨버타주는 2025년에는 여러 직종, 기술 수준 및 부문에 걸쳐 누적 부족 노동자 
수가 33,1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AAIP는 앨버타주가 영주권자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인 이민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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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후보는 앨버타주의 노동자 부족을 메꿀 기술이 있어야 하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IRCC)는 AAIP 연간 추천 한도를 정한다: 

o 2022년에 AAIP는 IRCC에 의해 7개 이민 범주의 숙련 및 반숙련 
이민자에 할당된 6,500장의 추천증을 모두 발급했다. 

• 3,120장은 앨버타주 고속진입범주(Alberta Express Entry Stream) 하에 
할당되었다. 

관련 정보 

• 앨버타주 직업 전망(2021-2030) 
• 앨버타주 이점이민제도(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 업데이트 
• 앨버타주 고속진입범주(Express Entry Stream) 

 
미디어 문의 

Garrett Koehler  

780-554-5777 
Press Secretary, 통상이민다문화주의부(Trade,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https://open.alberta.ca/publications/albertas-occupational-outlook
https://www.alberta.ca/aaip-updates.aspx
https://www.alberta.ca/ainp-alberta-express-entry-stream.aspx
mailto:garrett.koehler@gov.a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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