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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2023년도 예산안 
2022년 11월 7일 미디어 문의 

앨버타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입안하면서 
앨버타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앨버타주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에서 캐나다를 이끌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도 
계속해서 앨버타주를 투자 유치, 경제 다변화 및 고용 창출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생활을 더 넉넉하게 만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앨버타주 주민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더한층 가속화할 
것이다. 

“앨버타는 살고,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으뜸가는 곳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의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지역사회, 기업 및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앨버타주 주민을 가장 중시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우선 
순위와 다양한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래비스 테이브스 앨버타주 재정위원회 위원장 겸 재무 장관 

공공 협의를 통해 앨버타주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앨버타주 예산 수립 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다. 아울러 주 정부는 지역사회, 재계 지도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앨버타주 주민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트래비스 테이브스 재무 장관과의 
전화시청에 합류함으로써 다음해 예산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기업, 
지방자치단체, 산업 협회, 지역사회 단체 및 기타 집단은 각 단체를 대표하여 온라인 
포털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설문조사 및 온라인 제출 포털은 현재 열려 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설문조사 및 
기타 참여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alberta.ca/BudgetConsultation. 

https://www.alberta.ca/budget-2023-consult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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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사실 

• 8월 31일 현재 2022-23년도 1분기 재무 업데이트:  
o 2022-23년도 예상 수입은 $759억, 예상 비용은 $627억이다. 
o 즉, 2022-23년도에는 $132억의 흑자가 예상되며, 이런 흑자의 주 
요인은 기록적인 재생 불가 자원 수입과 예상보다 많은 
기업소득세이다. 

o $134억의 부채 상환 후, 2023년 3월 31일 기준 납세자 지원 부채는 
현재 $798억으로 예상된다. 

o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회계연도 말 현재 10.3%로 예상되며, 이는 
부채 비율을 30% 미만으로 억제하여 앨버타주의 견실한 부채 상환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 정부의 목표에 부응하는 결과이다. 

o 앨버타주 경제는 올해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질 GDP 
기준). 

관련 정보 

• 2023년도 예산안 협의 
• 2022-23년도 1분기 재무 업데이트 및 경제 보고서 

 
 

미디어 문의 
Charlotte Taillon  

780-932-5381 
언론담당비서(Press Secretary), 재정위원회 및 재무부(Treasury Board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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