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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예산: 의료 서비스 강화 
2023 년 2 월 28 일  

2023 년 예산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여 앨버타 주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앨버타 주정부는 올해 보건부 운영 기금에 작년보다 4.1% 증가한 

245 억 달러를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가된 

자금은 앨버타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 실행 

계획 (Health-Care Action Plan)의 우선순위를 지원할 것입니다. 

2023 년 예산은 시설 건설, 확장,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31 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앨버타에서 가장 큰 병원들 중 

하나인 레드 디어 지역 병원 (Red Deer Regional Hospital)의 중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에드먼튼의 

스톨러리 어린이 병원 (Stollery Children’s Hospital), 북부 

캘거리/에어드리 지역 보건 센터 (North Calgary/Airdrie Regional 

Health Centre), 스트라스코나 커뮤니티 병원 (Strathcona 

Community Hospital) 확장, 바사노 (Bassano), 카드스턴 

(Cardston), 화이트코트 (Whitecourt)의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 

시설과 같은 프로젝트에도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더 많은 의료 종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2023 년 예산에는 2023-24 년도에 1 억 5,800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분야에 대한 또 다른 사상 최고 수준의 의료 

투자입니다.”라고 앨버타 주정부 보건부 장관 제이스 카핑 (Jason 

Copping)은 말했습니다.  

2023 년 예산은 구급차 대응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3 년간 2 억 

1,100 만 달러를 증액하는 것을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앨버타 주정부는 1 차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3-24 년에 

20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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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재무부 장관 트래비스 테이브스 (Travis Toews)는 “중요 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우리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 년 예산에는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난, 커뮤니티 케어, 지속 케어 및 재택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운영 지원금, 43 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앨버타 주정부는 또한 장기 중독 회복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3 년 동안 1 억 5,500 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