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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알버타인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2022 년 8 월 5 일 

임시 임대료 지원은 알버타 전역 80 개 이상의 커뮤니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시 임대료 지원 혜택은 처음에는 알버타 주의 7 개 주요 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어드리 (Airdrie), 포트 

맥리오드 (Fort MacLeod), 롸키 마운틴 하우스 (Rocky Mountain House), 칸클린 (Conklin)과 같은 주변 

커뮤니티로 그 혜택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알버타인들이 임대료 지불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임대료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더 강고한 기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알버타의 10 년 저렴한 주택 

전략. 임시 임대료 지원 혜택을 80 개 이상의 커뮤니티로 확대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알버타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보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세핀 판 (Josephine Pon), 노인 및 주택부 장관 

“우리의 농업, 식품 및 임업 부문은 주로 농촌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알버타의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 주내 그 지역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알버타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조치의 목록에 임시 임대료 지원 혜택이 추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임대료 지원은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지역 사회들에 구호를 제공하고, 알버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네이트 호너 (Nate Horner), 농업, 임업 및 농촌 경제 개발부 장관 

“새로 발표된 임시 임대료 지원 혜택의 확대 덕분에, 레스브릿지 주택 공사 (Lethbridge Housing Authority)는 

이제 알버타 남서부 30 개 이상의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 감사하고, 농촌 지역 알버타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롸빈 제임스 (Robin James), 레스브리지 주택 공사, 최고 행정 책임자 

“그러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주 전역의 많은 취약한 가족들을 위한 주택 옵션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역 주택 관리 기관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시 경계 밖에 있는 많은 잠재적 고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다 쉬고 있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및 개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쿠두어두 (Franklin Kutuadu), 레드 디어 주택 공사, 최고 행정 책임자  



Classification: Public 
 

 

임시 임대료 지원 혜택은 저소득 근로 가구 또는 일을 하다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상황을 안정시키거나 개선하면서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최대 2 년 동안 지원이 

제공됩니다.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혜택 금액은 가구 규모와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월 100 달러입니다. 

가구가 지역 소득 기준 미만이거나,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지난 24 개월 동안 고용 상태였고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않는 경우 자격이 됩니다. 

알버타인들은 alberta.ca/RentAssistance 에서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아보거나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2022 년 예산은 2022-23 년 임시 임대료 지원 혜택을 위해 720 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2021 년 3 월 정부는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하고 연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임대 보조 프로그램 

(Rent Supplement Program)을 재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임시 임대료 지원 혜택의 개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시 지원 혜택이 포함된 알버타 주의 재설계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원래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던 것보다 3,800 가구가 더 많은, 약 11,600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 주택 제공자는 알버타 주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 혜택을 관리합니다:  

o 캘거리 주택 회사 (Calgary Housing Company) 

o 씨비다 (Civida) (에드먼튼) 

o 그란데 스피릿 재단 (Grande Spirit Foundation) 

o 레스브리지 주택 공사 (Lethbridge Housing Authority) 

o 매디슨 햇 커뮤니티 주택 협회 (Medicine Hat Community Housing Society) 

o 레드 디어 주택 공사 (Red Deer Housing Authority) 

o 우드 버팔로 주택 및 개발 공사 (Wood Buffalo Housing & Development Corporation) 

 기존의 임대 시장 수용력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임대 보조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알버타의 보다 

강고한 기반의 저렴 주택 전략의 일부입니다.  

 

관련 정보 

 저렴한 주택 및 임대료 지원 

 보다 강고한 기반 저렴 주택 전략 

 주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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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문의 

딜런 토팰 (Dylan Topal) 
 
780-886-2912 
노인 및 주택부, 언론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