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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여성 취업 장벽 철폐 
2023년 3월 8일 

앨버타주 정부와 캐나다는 앨버타주의 나날이 
커져가는 유면허 아동 보육 부문에서 이민자 여성의 
취업 기회를 늘린다 

안전하고 저렴한 양질의 아동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앨버타주의 부모들이 직장으로 돌아가 앨버타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026년까지 최고 총 
68,700개의 새로운 유면허 아동 보육 공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 9천 명의 새로운 유아교사가 필요하다. 
 
이민자 여성이 공인유아교사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앨버타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캘거리이민자여성협회(Calgary Immigrant Women’s 
Association)의 시범 프로젝트에 $140만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이 시범 프로젝트의 목적은 장벽을 철폐하고, 고등 교육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 및 기타 필수적 고용전 훈련의 접근성과 
수료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분야의 다양한 공동체 및 배경을 가진 여성을 
훈련시킴으로써 동 프로젝트는 부모들이 자녀의 문화적, 언어적 
및 학습적 필요에 부합되는 아동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 시범 프로젝트는 학생의 언어 및 문식력 수준에 따른 3개 
온라인 스트림에서 1등급 및 2등급 유아교사 교육 과정을 
제공할 보밸리전문대학(Bow Valley College)과 제휴하여 
시행된다. 
 
동 프로젝트는 이민자 여성의 장벽 없는 노동 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 및 앨버타주의 유면허 아동 보육 부문을 를 
강화해줄 커리어에 이들을 진입시키고자 한다. 
 
동 교육은 약 230명의 이민자 여성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학생들이 저마다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상 시행 모델을 사용한다. 동 시범 프로젝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업 소개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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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캐나다 전국유아교육및아동보육(Alberta-Canada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 ACELCC) 협정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동 시범 프로젝트는 고등 교육 수준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 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앨버타주의 아동 보육 체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사의 유치, 보유, 교육 및 인증을 보강할 여러 조치의 
하나이다. 
 
간추린 사실 

• $38억 규모의 앨버타주-캐나다 전국유아교육및아동보육(ACELCC) 협정의 일환으로, 아동 
보육 사업자들이 유아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이미 앨버타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약 $3억이 할당된다. 

• 동 협정의 일환으로, 앨버타주는 앨버타주의 아동 보육에 다양한 공동체 및 특정 필요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o 앨버타주-캐나다 전국유아교육및아동보육 협정의 수용 원칙을 통해 $140만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 유면허 아동 보육 공간의 직원 유치 및 보유를 돕기 위해, 앨버타주 정부는: 
o 1등급 아동 보육 오리엔테이션 과정 정원을 4,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리고, 
o 급여 인상액을 자격증 등급에 따라 최고 $2로 늘렸다(1등급은 $0.50, 2등급은 $1, 

3등급은 $2). 
앨버타주는 유면허 아동 보육 사업자에 대한 아동보육 수수료를 2026년까지 평균 $10/일로 
인하하기 위해  앨버타주-캐나다 전국유아교육및아동보육 협정 상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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