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Classification: Public 

2023 년 예산: 앨버타 주민 지원 
2023 년 2 월 28 일  

2023 년 예산은 생필품 비용 증가에 직면한 앨버타 

주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여 앨버타 주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본 예산은 높은 공공 요금에 대한 구제를 확대하고 학생들 및 사회 

서비스와 개인 돌봄 분야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앨버타 주 정부는 천연가스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연장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기가줄당 6.5 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리베이트가 적용됩니다.  

학생 지원 

고등 교육 기관 학생들은 2 억 3,800 만 달러의 어포더빌리티 

(affordability) 대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3 년 예산은 또한 국내 

학생의 등록금 인상률을 2%로 제한합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대출금 상환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최우대 금리 (prime rate)로 인하됩니다.  

가족 지원 

자격을 갖춘 가정들은 2023년 6월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달러의 

직접적인 지원금을 포함한 어포더빌리티 대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년간 9,000 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고, 앨버타 아동 및 가족 

베네핏 (Alberta Child and Family Benefit)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2023 년에는 베네핏 금액이 6% 인상될 것입니다.  

노인 및 취약한 앨버타 주민 지원 

2021 년 과세 연도 기준 가구 소득이 18 만 달러 미만인 65 세 이상 

노인은 여전히 6 개월 (2023 년 1 월~2023 년 6 월) 동안 월 100 

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Alberta.ca/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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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노인 베네핏 (Alberta Seniors Benefit), 중증 장애인 보장 소득 (AISH) 및 소득 지원을 받는 

앨버타 주민들은 자동으로 등록되어, 6 개월 동안 동일한 600 달러의 어포더빌리티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앨버타 주 정부는 2023 년에 노인, 저소득층 및 취약한 앨버타 주민들을 위해, 중증 장애인 보장 소득, 

소득 지원 및 앨버타 노인 베네핏을 6% 인상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중교통 패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23 년 예산은 저렴한 대중교통을 위해 1,600 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및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지원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 만 명이 넘는 장애인 서비스, 노숙자 쉼터, 가정 폭력 예방 프로그램 

종사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3 년 예산에는 2023-24 년도에 대한 1 억 2 백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 월 정부가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임금 인상을 위해 지원한 2,400 만 

달러에 추가된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