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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생활비 급여 포털, 1월 18일 개장 
2023년 1월 17일 미디어 문의 

앨버타주의 적격 부모 및 고령자는 1월 18일 오전 9시부터 
6개월간 $600의 적정생활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앨버타주 경제가 견실하게 회복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집을 난방하고 가족의 식량을 
조달하는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돕고자 한다. 모든 
앨버타주 주민을 돕기 위한 광범위한 상당 규모의 지원과 아울러, 앨버타주 정부는 모든 가정, 
고령자 및 최취약층을 대상으로 표적 구제를 제공한다. 

1월 18일 오전 9시 안전한 온라인 신청 포털이 출범한다. 가구소득이 $180,000 미만인 가정은 
6개월간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월 $100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180,000 
미만이고 앨버타주 고령자급여(Alberta Seniors Benefit)를 받고 있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사람은 등록 대리인 또는 Alberta Supports를 통해 직접 대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 근무 시간에 50개 위치에서 100여 개 언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3년 1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접수된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대부분 
앨버타주 주민은 그달 말에 급여를 받게 된다. 정확한 시점은 바뀔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신청 

직접 지원 신청 포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적격 부모 및 고령자는 확인되었거나 아직 보류 중인 인증 계정(Verified Account)이 있어야 
한다. 이 계정이 있어야 종이로 된 서류 또는 직접 대면 방문 없이 자신이 온라인 접속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앨버타주 주민은 인증 계정의 로그인 정보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격 확인을 위한 일련의 질문을 받게 되며, 급여가 본인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뱅킹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은행 계좌가 없는 신청자는 수표 우송으로 급여를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 온라인 및 
전화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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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주민에게는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많은 인플레이션 구제금 직접 지급 대상 주민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대면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중도장애인보장소득(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 - AISH), 소득지원(Income Support) 또는 앨버타주 고령자급여(Alberta Seniors 
Benefit)를 통해 급여를 받거나, 발달장애인(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PDD)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1월 31일부터 자동으로 $100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급자로서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포털을 
통해 해당 자녀에 대한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위탁 돌보미 또는 친척 돌보미도 자동 등록되며, 돌보고 있는 아동에 대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적정생활비 급여 $600와 아울러, 적정생활비행동계획(Affordability Action Plan)은 전기 
리베이트 $500, 예상 연료세 구제금 수백 달러, 그리고 나날이 상승하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천연가스 가격 보호 및 소득세 조정도 제공한다. 취약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앨버타주 
정부는 주요 지원 프로그램 및 추가적 푸드뱅크 재정 지원을 증액했다. 

간추린 사실 

• 신청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적격자일 경우에는 전월이 
포함되도록 급여가 소급 지급된다. 

• 모든 필요한 정보를 지금 당장 제공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는 정보를 보완할 수 있을 
때까지 신청서를 저장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신청자에 대한 급여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될 수 있다. 

• 앨버타주 정부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 CRA)의 2021년도 세금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득에 따라 자격을 확인한다. 

• 신청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는 방법: 

o 인증 계정 지원 전화 1-844-643-2789로 전화하기 

o 적정생활비행동계획 안내 전화(Information Line) 1-844-644-9955로 전화하기 

o 등록 대리인 또는 Alberta Supports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50개 위치에서 100여 
개 언어로 무료 지원 받기 – Alberta Supports는 신청 기간 중에 근무 시간을 
연장한다: 

 월 – 금요일 오후 4:30 – 8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모든 온라인 계정이 그렇듯, 신청자는 강력한 암호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암호를 
공유하면 안 된다. 강력한 암호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조언이 신청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 앨버타주 정부는 급여를 받으려면 개인 정보 또는 뱅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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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설명하는 비디오 및 문답 등의 추가적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디어 문의 

Andrea Farmer  

780-405-0775 
Press Secretary, 적정생활비및수도광열비과(Affordability and Utilities) 

Melissa Crane  

780-777-3409 
Press Secretary, 기술및혁신과(Technology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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