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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완화 포털 및 경제 지원금 실시 

예정 

2023년 1월 9일  

가정, 노인, 취약계층 앨버타 주민에게 월 100달러의 

경제 지원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며, 앨버타 주민은 

지금부터 수령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앨버타의 경제는 강력하게 회복되었으나, 많은 이들이 집 난방과 가정 부양에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앨버타 정부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인플레이션 완화 

패키지로 대응해 왔으며, 상당히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빠르고 효과적이며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및 배포 시스템을 통해 앨버타 

주민에게 향후 6개월간 경제 지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1월 18일부터 앨버타 노인 혜택(Alberta Seniors Benefit)을 받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자격대상 부모는 매월 600달러의 경제 

지원금을 정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 전역에 있는 등록 사무소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을 사용하려면 자격대상 부모 및 노인은 인증된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가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앨버타 주민들은 인증 계정을 등록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보유한 기존 인증 계정이 있는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타 구제금을 수령 중인 다수의 앨버타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본 혜택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위탁 부모 및 친족 보호자와 더불어, 중증 장애인 지원금(AISH), 소득지원금 

또는 앨버타 노인 혜택 통해 월 정기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발달장애인(P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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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1월 31일부터 자동으로 첫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AISH, 소득지원 및 PDD 수혜자를 위한 경제 지원금  

AISH, 소득지원 또는 PDD 수혜자의 경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1월 31일부터 100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 본 경제 지원금은 일반 월 혜택과 동일한 방식인 자동 이체 또는 수표 

지급으로 제공됩니다. 

• AISH 또는 소득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기존 PDD 수혜자의 경우 수표로 

지급됩니다. 

• 또한 경제 지원금 수혜자는 지급 프로그램 등록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직접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이 지원금은 AISH 및 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면제 소득으로 처리되며 

다른 재정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 프로그램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도 자녀 1인당 6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대면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을 위한 경제 지원금 

가계 소득이 180,000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의 모든 앨버타 주민은 향후 6개월간 

매달 600달러의 경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앨버타 노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본 

경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추가 지원금은 1월 

31일부터 배분됩니다. 

앨버타 노인 혜택 수혜자는 아니나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 1월 18일 

포털이 열린 후, 온라인 포털, 등록 사무소 또는 앨버타 지원부(Alberta Supports)에서 

인증 계정을 만들거나 인증 계정을 검증한 후 경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8 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경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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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8만 달러 미만의 가계 소득이 있는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18세 미만의 각 

자녀에 대해 총 600달러의 경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격대상 부모는 1월 

18일 포털이 열리면 온라인 포털, 등록 사무소 또는 앨버타 지원부를 통해 인증 

계정을 만들거나 인증 계정을 검증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 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위탁 부모 및 친척 보호자에 대한 

경제 지원금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척 또는 위탁 보호자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등록되며, 

경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1월 말에 첫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본 경제 지원금은 일반 월 혜택과 동일한 방식인 자동 이체 또는 수표 

지급으로 제공됩니다. 

• 1월 31일부터 매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앨버타 정부는 즉각적인 생계비 및 인플레이션 완화 조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 

경제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앨버타 주민은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모든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정보 

• 앨버타 정부는 CRA 2021 조세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될 경우 이전 달을 

포함하여 소급 적용됩니다. 

• 신청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부분 해당 월 말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 앨버타는 2015년부터 앨버타 주민이 점차 늘어나는 정부 서비스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계정을 보유해 왔습니다. 

• 모든 온라인 계정과 마찬가지로 앨버타 주민은 강력한 암호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암호를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력한 암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앨버타 주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앨버타 정부는 앨버타 주민들에게 지원금 수령 목적으로 개인 정보나 은행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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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및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한 추가 정보는 alberta.ca/affordabl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경제 지원금  

• 인증계정 등록 또는 검증 

• 경제행동계획 

멀티미디어 

• 기자회견 시청 

• 비디오: 경제 지원금 신청 방법 

 

 

https://www.alberta.ca/affordability-payments.aspx
https://account.alberta.ca/
https://www.alberta.ca/affordability-action-plan.aspx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youtu.be/yV0ahmoJciU&data=05|01|Bin.Wu@gov.ab.ca|8a358c2aed2c46cdfa5e08daf2698598|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0|0|638088832284086694|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c3O9SCJfiiDwFU05ERCHfyaEFX18pub5fTt0WBuDs0g=&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youtube.com/watch?v=3ErdhDf6DJ8&data=05|01|Bin.Wu@gov.ab.ca|8a358c2aed2c46cdfa5e08daf2698598|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0|0|638088832284086694|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98+rUOzqf2blLSB9exsZ0G1YwpdDi2DcDjGqLblxQXI=&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youtube.com/watch?v=3ErdhDf6DJ8&data=05|01|Bin.Wu@gov.ab.ca|8a358c2aed2c46cdfa5e08daf2698598|2bb51c06af9b42c58bf53c3b7b10850b|0|0|638088832284086694|Unknown|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000|||&sdata=98+rUOzqf2blLSB9exsZ0G1YwpdDi2DcDjGqLblxQXI=&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