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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 

간호 평가 간소화  
2023년 2월 15일  

알버타 주 정부는 알버타에 도착하는 국제간호사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알버타에는 세계 최고의 최전방 의료진이 있으며, 정부는 알버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간호사가 

알버타의 인력에 합류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주의 의료 시스템이 현재와 미래에도 

굳건히 유지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국제간호사가 알버타의 취업 시장과 의료 시스템 진출에 있어 

최선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간호 평가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케이시 마두 (Kaycee Madu), 숙련 기술 및 직업부 장관 

 

"우리는 알버타에서 일하고 거주하기를 원하는 국제간호사들이 마주하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간호사들은 더 빨리 근무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알버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코핑 (Jason Copping), 보건부 장관  

 

'트리플 트랙' 평가 시범 프로젝트는 20만 달러의 보조금으로 국제간호사를 위한 알버타 내 

평가 시설을 설립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까지 가서 기술을 평가받는 대신 알버타 공인간호사 

협회 (College of Registered Nurses of Alberta)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하여 알버타주의 세 가지 직업 

간호 카테고리인 공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 보조원 중 한 가지에 배치합니다. 이는 자격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알버타의 인력에 합류하고자 하는 국제간호사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버타 공인간호사 협회는 본 주로 향하는 국제간호사들의 현재 경로를 간소화, 현대화 및 

개선하기 위한 알버타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를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조이 피콕  (Joy Peacock), 알버타 공인간호사 협회 최고 경영자 및 교무 과장  

 

"알버타 간호조무사 협회는 국제간호사의 간호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버타에 평가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지원자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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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알버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간호사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게 합니다."  

잔 와이즈 (Jeanne Weis), 알버타 간호조무사 협회 

(College of Licensed Practical Nurses of Alberta ) 교무 

과장 및 최고 경영자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는 알버타 평가 사이트는 2023년 가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간략한 정보  

• 새로운 역량 기반 평가 모델은 의료 시스템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역량 

평가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자격 증명 평가 모델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이 모델은 

앞으로도 적용 가능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 "트리플 트랙" 평가는 알버타 공인간호사 협회, 알버타 간호조무사 협회, 그리고 간호 

공동체 평가 서비스 (Nursing Community Assessment Service) 간의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 정보 

 

의료 서비스 실행 계획 

 

알버타 공인간호사 협회 

 

알버타 간호조무사 협회 

 

미디어 문의 

니키 고콴 (Nicky Gocuan)  

Nicky.Gocuan@gov.ab.ca   

587-588-5952 

알버타주 숙련 기술 및 전문직 언론 담당 비서관 

 

 

https://www.alberta.ca/healthcare-action-plan.aspx
https://www.nurses.ab.ca/strengthening-the-system/internationally-educated-nurses-by-the-numbers/
https://www.clpna.com/2023/01/coming-in-2023-new-option-will-aim-at-removing-delays-and-improve-pathways-for-internationally-educated-nurses/
mailto:Nicky.Gocuan@gov.a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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