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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저렴한 주택 증가 
2022년 9월 29일 

캘거리 다운타운에서는 이제 다양하고 저렴한 주택 
옵션, 지원 및 서비스가 한 지붕 아래에서 제공된다 

비영리 주택 제공자인 HomeSpace Society는 10층짜리 Sierra Place 사무실 건물을 
가난한 캘거리 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친절과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Neoma’라고 새로 명명된 이 건물에는 82호의 저렴한 주택과 10호의 
보호소 공간 및 임시 주택이 있다. 또한 Inn from the Cold를 위한 사무실 및 
프로그래밍 공간과 세입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있다. 

앨버타주 정부 및 연방 정부는 이 혁신적 프로젝트에 각각 $1백만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약 220개 일자리를 지원했다. 

“모든 캐나다 국민은 안전하고 저렴한 집에서 살 자격이 있다. 신속주택시책(Rapid 
Housing Initiative)에 힘입어, 우리 정부는 이곳 캘거리를 포함한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는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가주택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의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이다.” 

아메드 후센 연방 주택다양성수용부 장관(Minister of Housing, Diversity and 
Inclusion) 

간추린 사실 

• 총 프로젝트 비용은 $3천만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o 앨버타주 정부 및 캐나다 정부가 투입한 $2백만 
o 신속주택시책(RHI) 제 2단계를 통한 캐나다주택금융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투자 $1,660만 
o Collaborative Capital Campaign 모금에서 $5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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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캘거리시의 투자 $550만 
o 캐나다주택금융공사의 시드 펀딩(Seed Funding) $200,000 

• 앨버타주 고령자주택부(Alberta Seniors and Housing) 2022년도 자본 
계획(Capital Plan)은 2,300채의 저렴한 신축 및 재건축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억 8,100만을 투자한다. 

• 캐나다의 국가주택전략(NHS)은 더 많은 캐나다 국민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한 $720억 이상 규모의 10개년 계획이다. 

• NHS는 연방/주/준주 정부 사이의 견실한 협력과 지방자치체, 원주민 정보 및 
단체, 사회복지 주택 및 민간 주택 부문 등 기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계층의 캐나다 국민과 주택 필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협의가 포함된다. 

관련 링크 

캐나다의 주택 공급 당국으로서 캐나다주택금융공사(CMHC)는 주택 시장 및 금융 
체계의 안정성에 기여하며, 주택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을 지원하고, 캐나다의 각급 
정부, 소비자 및 주택 산업에 편견 없는 주택 조사 및 조언을 제공한다. 자세히 
알아보기: cmhc.ca, 팔로: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 및 페이스북. 
NHS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placetocallhome.ca. 

앨버타주 고령자주택부는 저렴한 주택의 개발을 장려하며, 가장 가난한 앨버타주 
주민들을 위한 주택 옵션의 접근성을 지원한다. 고령자주택부는 고령자, 그 가족 및 
돌보미, 주택 지원이 필요한 앨버타주 주민, 지역사회 및 기타 정부 협력자 등과 
협력한다. 고령자주택부에 관한 세부적 설명, 각종 제도 및 시책 알아보기: 
alberta.ca/ministry-seniors-housing.aspx. 

관련 정보 

• Stronger Foundations의 저렴한 주택 전략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mhc-schl.gc.ca%2Fen%2F&data=05%7C01%7CAmandeep.Sidhu%40gov.ab.ca%7Cc42876e45e4a49b2ca5308daa23bfaa9%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006757322479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vh%2F%2F6UNPKt3Sj7P2TTqhBkFgtxCbDpdc6gO%2Bz9Iarbk%3D&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placetocallhome.ca%2F&data=05%7C01%7CAmandeep.Sidhu%40gov.ab.ca%7Cc42876e45e4a49b2ca5308daa23bfaa9%7C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7C0%7C0%7C63800067573224795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6BXoEHwl0clswrIDB8BMg2TRC2PW3trRBFaqA4M8EJU%3D&reserved=0
https://www.alberta.ca/seniors-and-housing.aspx
https://www.alberta.ca/stronger-foundations-affordable-housing-strateg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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