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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100 만명의 앨버타 주민들이 어포더빌리티 

(affordability)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년 2 월 9 일 미디어 문의 

100 만명 이상의 앨버타 주민들이 등록되어 있고, 

9,600 만 달러의 인플레이션 구호에 해당하는 6 번의 

100 달러 지원금 중 첫 번째를 받을 예정입니다. 

앨버타 경제는 강력하게 회복되었지만, 앨버타 주민들은 집을 난방하고 가족들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앨버타 어포터빌리티 실행 계획은 

앨버타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곳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 노인 및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어포더빌리티 지원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직내 전문 지식과 리소스를 

사용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어포더빌리티 지원금은 앨버타 

주민들의 어포더빌리티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데, 11 월에 발표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납세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2 개월 이내에 최초의 지원금 포털을 

개발한 앨버타 공무원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우리의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고, 앨버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가치와 결과물을 제공할 고품질 

솔루션과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네이트 글러비쉬 (Nate Glubish), 기술 혁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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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앨버타를 경제적으로 감당할 만한 곳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놀라운 이정표입니다. 핵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0 만명의 어린이들, 노인 및 앨버타 주민들이 어려운 인플레이션 압박을 상쇄하기 

위한 어포더빌리티 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포더빌리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앨버타 주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구제책을 계속 

모색할 것입니다.” 

맷 존스 (Matt Jones), 어포더빌리티 및 유틸리티 장관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100 만명의 앨버타 주민 중, 30 만명이 자동 등록되었고, 

70 만 명이 포털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포털을 통해 신청한 65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첫 번째 지원금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곧 첫 지원금을 받을 것입니다. 

어포더빌리티 실행 계획에 따라 앨버타 주민들이 받아 저축하는 수백 달러에 

600 달러의 오포더빌리티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주정부 연료세 유예, 전기 

리베이트 확대, 핵심 지원 프로그램의 베네핏 지원금 증가, 2023 년 말까지 개인 

승용차 보험료 인상 일시 중지를 통해 약 900 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앨버타 주 정부는 푸드 뱅크 및 기타 지역 사회 단체들에 추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 트랜짓 패스 프로그램 및 지표화 된 개인 소득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렸습니다. 

신중한 의사 결정과 앨버타의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경제 덕분에, 주는 균형 잡힌 

예산으로 강력한 재정 상태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앨버타 정부는 앨버타 

주민들과 가족들이 인플레이션 위기와 미래를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포털이 개설된 후 처음 24 시간 이내에, 14 만건 이상의 지원금 신청을 

성공적으로 처리함으로써, 19 만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6 만 5 천명 이상의 

노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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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 31 일, 57 만 5 천명 이상의 앨버타 주민들이 디렉트 디파짓 또는 수표를 

통해 첫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40 만명 이상의 노인들과 17 만 4 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앨버타 주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광범위하고 표적화 된 어포더빌리티 

구호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취약 계층의 앨버타 주민들에 대한 지원 

 2 월 8 일 현재, 95 만명의 앨버타 주민들이 최대 6 번의 100 달러 월 지원금 

중 첫 번째 지원금을 받았거나,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그들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o 여기에는 에이쉬 (AISH), 소득 지원, 발달 장애인 (PDD) 프로그램과 

같은 핵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6 만 9 천명의 어린이들, 

38 만명의 노인, 11 만 8 천명의 취약 계층 앨버타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o 지금까지 앨버타 주민들은 9,600 만 달러의 어포더빌리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6 개월 동안 총 5 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월 27 일 이전에 성공적으로 등록한 모든 앨버타 주민들은 디렉트 디파짓 

또는 수표를 통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 월 27 일 이후에 등록한 앨버타 

주민들은 지원 완료 후 10 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알버타 주민들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o 인증 계정 (Verified Account) 지원 라인 1-844-643-2789 에 

전화하십시오. 

o 어포더빌리티 실행 계획 정보 라인 1-844-644-9955 에 전화하십시오. 

o 50 개 지역에서 100 개 이상의 언어로 무료 지원을 받기 위해, 

레지스트리 에이전트나 앨버타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하십시오.         

모든 앨버타 주민들을 위한 인플레이션 구호 

 구호를 제공하는 기타 어포더빌리티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 총 전기 리베이트 50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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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전자에게 예상 유류세 감면액으로 수백 달러. 

o 에이쉬 (AISH), 소득 지원, 노인 베테핏, 앨버타 차일드 및 가족 

베네핏과 같은 핵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6% 지표 증가 

o 천연 가스 및 전기 가격 보호. 

o 개인 및 가족들이 더 많은 돈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 소득세 

변경. 

 앨버타 3 개년 28 억 달러 어포더빌리티 실행 계획의 많은 구성 요소는 

미래에도 앨버타 주민들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o 여기에는 천연 가스 리베이트 및 가격 트리거에 기반한 연료세 경감, 

앨버타 세금 시스템 및 사회적 지원의 지표화가 포함됩니다. 

 앨버타 주 정부는 또한 아동 보육 어포더빌리티 조치에 대해 연방 정부와의 

합의를 위해 협상하였고, 이를 통해 풀타임 양육 서비스를 받는 자녀에 대해 

매달 450 달러에서 635 달러 사이를 부모들이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정보 

 가입 또는 귀하의 인증 계정 상태 확인 
 어포더빌리티 지불금 신청 
 어포더빌리티 실행 계획 

멀티미디어 

 비디오: 어포더빌리티 지불금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