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보도 

구분: 공개 

새로운 학교, 현대화된 공간에 대한 투자 

2023년 3월 1일 

알버타 주 정부는 새롭고 현대화된 교실을 위해 향후 

3년간 2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3년 예산은 전체 건설 프로젝트 13개, 설계 20개, 계획 14개, 

사전 계획 11개를 포함한 58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알버타 

전역에 걸쳐 9,400개의 신규 공간과 15,500개 이상의 학생 

업그레이드 공간을 포함,  

총 25,000개의 신규 및 추가 공간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캘거리에서 약 4,500개, 에드먼튼에서 

4,100개, 나머지 지역에서 16,300개의 신설 및 업그레이드된 

공간이 포함됩니다. 

 

"알버타의 어린 학생들은 미래의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학교들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아나 라그레인지 (Adriana LaGrange), 교육부 장관 

 

이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건설 및 설계 프로젝트에 3억 7,200만 달러 투자: 

o 학교 신설 10건 

o 학교 시설 교체 16건 

o 현대화 7건 

관련 정보 

Alberta.ca/Budget 

https://www.alberta.ca/capital-

plan.aspx 

 

미디어 문의 

에밀리 펙햄 (Emily Peckham)  

교육 담당 언론 비서관  

587-985-4305  

emily.peckham@gov.a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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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 

구분: 공개 

• 14개 프로젝트의 부지 분석 및 범위 개발과 같은 계획 활동 지원을 위해 400만 달러 

• 학교 관할 구역에서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1개의 프로젝트 구상을 사전 

계획하는 데 100만 달러  

• 이전에 발표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데에 10억 달러 

• 학교 당국 자체 주도 자본 프로젝트에 3년간 3억 달러 

• 자본 유지, 보수 및 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기존 학교 건물의 유지, 보수 및 재개발 지원에 

2억 7,900만 달러 

• 캘거리의 차터 허브 (Charter Hub)에 대한 투자를 포함, 차터 스쿨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1억 7,100만 달러 

• 대학 합격자를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 자금으로 4,300만 달러 

• 주 전역의 긴급한 공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형 교실 프로그램에 9,300만 달러 

 

"알버타 주 정부는 알버타 주민들이 자녀들을 그들의 지역사회 

안의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한 학교를 

업그레이드하고 건설하는 등의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제때에 예산에 맞춰 

필요한 곳에 제공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네이단 노이도르프 (Nathan Neudorf), 인프라부 장관 

 

적절한 부지의 확보는 학교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알버타 주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공식적인 건설 자금이 승인되는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향후 학교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새로운 학교 계획 프로그램 또한 만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4개의 학교 프로젝트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계획 및 부지 개발을 

시작할 것이며, 추가로 11개의 프로젝트는 범위 수립을 도울 사전 계획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계획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범위와 현장 조사 작업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하고 완화 전략과 비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벽을 제거하고 

향후 예산 주기에서 설계 및 시공 인가에 있어 프로젝트를 보다 더 잘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교육청 측에 제공하여 비용 상승을 줄이고 일정 중단 및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뉴스 보도 

구분: 공개 

 

"빠르게 성장하는 놀란 힐 (Nolan Hill)에 오늘 발표된 K-9 학교에 대한 전액 지원을 포함한 캘거리 

가톨릭 교육구(CCSD)에 대한 자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캘거리 가톨릭 이사회는 감사를 표합니다. 

설계 절차가 완료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레인지뷰(Rangeview) 고등학교와 체스터미어 

(Chestermere) K-9 학교에 대한 전체 건축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지역들에 

있어 교육 인프라의 절실함과 CCSD의 높은 활용률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들은 긴급한 관심을 

요합니다. CCSD는 레드스톤 (Redstone) 에의 K-9 학교 신설, 비숍 맥널리 고등학교 (Bishop McNally 

High School)의 증축/개선 및 서쪽 지역에 새로운 고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 계획 공약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캐시 윌리엄스 (Cathie Williams), 캘거리 가톨릭 교육구 이사회 회장 

 

"CBE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표하여 자본 계획 발표에 대해 알버타 주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적시 투자는 우리의 체계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로라 핵 (Laura Hack), 캘거리 교육위원회 이사회 회장 

 

 

"오늘은 엘크 아일랜드 공립학교 (Elk Island Public Schools)와 지역사회, 특히 에꼴캠벨타운 (École 

Campbelltown)과 셔우드하이츠 중학교 (Sherwood Heights Junior High) 학생들 모두에게 신나는 

날입니다. 현대적이고 시설이 잘 갖춰진 효율적인 건물은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셔우드파크 (Sherwood Park)에서 직면하고 

있는 성장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트리나 보이무크 (Trina Boymook), 엘크 아일랜드 공립학교 이사회 회장 

 

간략한 정보: 

• 전체 건설 자금 지원 활동에는 건설 및 입주 후 검토가 포함됩니다. 

• 설계 자금 지원 활동에는 도면 및 시방서와 같은 건설 입찰 관련 문서 준비가 포함됩니다. 

• 기획 기금 활동에는 사이트 분석 및 범주 개발 활동이 포함됩니다. 



 

 

뉴스 보도 

구분: 공개 

• 사전 계획 자금은 구상 단계의 프로젝트를 범위 요소와 계획 전개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게 

하고 커뮤니티 참여와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 인프라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인프라부는 2021년 12월 인프라 

책임법 (Infrastructure Accountability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주 정부가 연간 자본 

계획의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또한 2021년 12월에 Building Forward: 알버타의 20년 전략적 자본 

계획 (Strategic Capital Plan)을 발표하여 알버타의 장기 인프라 투자 및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 정부의 예산 결정은 해당 법률에 준하며, 알버타 주민에게 있어 향후 자본 투자의 유익함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전략적 자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지방 자치 단체 및 교육청과 같은 정부 파트너도 정부의 장기적인 방향을 파악하여 자본금 

조달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학교 프로젝트 예산 - 전체 건설 자금 (13): 

지역사회 학군 프로젝트 유형/이름 

에어드리 (Airdrie) 콩세유스콜레어프랑코수드 

(Conseil scolaire FrancoSud)  

고등학교 신설  

캘거리 캘거리 교육청  존 G. 디펜베이커 고등학교 (John G. 

Diefenbaker High School)의 현대화 

캘거리 캘거리 가톨릭 학군  놀란 힐 (Nolan Hill)에 K-9 학교 

신설 

에드먼튼 콩세유스콜레어상트르노드  

(Conseil scolaire Centre-Nord) 

에꼴미카엘쟝 (École Michaëlle-

Jean), 에꼴가브리엘로이 (École 

Gabrielle-Roy)의 방안 마련 

에드먼튼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에지몬트 (Edgemont)에 K-9 학교 

신설 

레스브리지 (Lethbridge) 홀리스피릿 가톨릭 학군 (Holy 

Spirit Roman Catholic 

Separate School Division)  

 레스브리지 서부에 K-6 학교 신설 



 

 

뉴스 보도 

구분: 공개 

레스브리지 (Lethbridge) 콩세유스콜레어프랑코수드 

(Conseil scolaire FrancoSud)  

에꼴라베렁드리 (École La 

Vérendrye) 체육관 프로젝트 

오코톡스 (Okotoks) 크라이스트더리디머 가톨릭 

학군 (Christ the Redeemer 

Catholic Separate School 

Division)  

에꼴굿셰퍼드스쿨 (École Good 

Shepherd School)의 시설 교체  

펜홀드 (Penhold) 치눅스엣지 학군 (Chinook’s 

Edge School Division) 

펜홀드 초등학교 (Penhold 

Elementary School)의 시설 교체 

레이몬드 (Raymond) 웨스트윈드 학군 (Westwind 

School Division)  

고등학교 신설 

셔우드파크 (Sherwood 

Park) 

엘크아일랜드 학군 (Elk Island 

School Division)  

셔우드파크를 위한 방안 마련 

밸리뷰 (Valleyview) 노던게이트웨이 학군 (Northern 

Gateway School Division)  

밸리뷰를 위한 방안 마련 

와스엣나 (Waskatenau) 레이크랜드 가톨릭 학군 

(Lakeland Roman Catholic 

Separate School Division)  

홀리패밀리  

가톨릭 학교 (Holy Family Catholic 

School)의 시설 교체 

 

 

2023년 학교 프로젝트 예산 - 설계 자금 (20):  

지역사회 학군 프로젝트 유형/이름 

에어드리 (Airdrie) 록키뷰 학군 (Rocky View 

School Division)  

에어드리 남서쪽에 K-8 학교 신설 

바헤드 (Barrhead) 펨비나힐즈 학군 (Pembina 

Hills School Division)  

바헤드 복합고등학교 (Barrhead 

Composite High School)의 현대화 

및 규모 효율화 

블랙폴즈 (Blackfalds) 레드디어 가톨릭 학군 (Red 

Deer Catholic Separate School 

Division)  

K-5 학교 신설  

바우아일랜드/버뎃 (Bow 

Island/Burdett) 

프레리로즈 학군 (Prairie Rose 

School Division)  

바우아일랜드/버뎃의 방안 마련 

브레튼 (Breton) 와일드로즈 학군 (Wild Rose 

School Division)  

브레튼 고등학교 (Breton High 

School)의 현대화 및 규모 효율화 



 

 

뉴스 보도 

구분: 공개 

그리고 브레튼 초등학교 (Breton 

Elementary School)의 철거 

브룩스 (Brooks) 그래스랜즈 (Grasslands) 학군  브룩스 중학교 (Brooks Junior High 

School)의 시설 교체  

체스터미어 

(Chestermere) 

캘거리 가톨릭 학군  K-9 학교 신설  

캘거리 캘거리 가톨릭 학군 

 

레인지뷰 (Rangeview)에 고등학교 

신설 

에드먼튼 에드먼튼 가톨릭 학군  런들하이츠 (Rundle Heights)에 

방안 마련 

에드먼튼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글렌리딩하이츠 (Glenridding 

Heights)에 중/고등학교 신설 

포트맥머리 (Fort 

McMurray) 

콩세유스콜레어상트르노드  

(Conseil scolaire Centre-Nord) 

에꼴보레알 (École Boréale) K-12의 

시설 교체 

락러비쉬 (Lac La Biche) 노던라이츠 학군 (Northern 

Lights School Division)  

베라 M. 웰쉬스쿨 (Vera M. Welsh 

School)의 시설 교체 

르둑 (Leduc) 블랙골드 학군 (Black Gold 

School Division)  

에꼴코린티아파크스쿨 (École 

Corinthia Park School)의 현대화 

말리그 (Mallaig) 세인트폴 학군(St. Paul School 

Division)  

에꼴말리그스쿨 (École Mallaig 

School)의 시설 교체 

메디신햇 (Medicine Hat) 메디신햇 가톨릭 학군 

(Medicine Hat Roman Catholic 

Separate School Division)  

세인트프랑시스자비에르스쿨 (St. 

Francis Xavier School)의 시설 교체 

낸튼 (Nanton) 리빙스톤레인지 학군 

(Livingstone Range School 

Division)  

낸튼에 방안 제공 

레드어스크릭 (Red Earth 

Creek) 

피스리버 학군 (Peace River 

School Division)  

레드어스크릭스쿨 (Red Earth Creek 

School)의 시설 교체 

스프루스그로브 (Spruce 

Grove) 

파크랜드 학군 (Parkland 

School Division)  

스프루스그로브 복합고등학교 

(Spruce Grove Composite High 

School)의 시설 교체 

테이버 (Taber) 호라이즌 학군 (Horizon School 

Division)   

W.R. 마이어스 (W.R. Myers)와 D.A. 

퍼구슨 (D.A. Ferguson) 학교들의 

현대화 



 

 

뉴스 보도 

구분: 공개 

웨인라이트 (Wainwright) 버팔로트레일 학군 (Buffalo 

Trail School Division)  

웨인라이트스쿨 (Wainwright 

School)의 시설 교체 

 

 

2023년 예산 - 학교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14):  

지역사회 학군 프로젝트 유형/이름 

에어드리 (Airdrie) 록키뷰 학군 (Rocky View 

School Division)  

9-12학년 학교 신설 

캘거리 캘거리 교육청  애니게일스쿨 (Annie Gale 

School)의 현대화 

캘거리 캘거리 교육청 코너스톤 (Cornerstone)에 고등학교 

신설 

콜허스트 (Coalhurst) 펄리서 (Palliser) 학군 콜허스트 고등학교 (Coalhurst High 

School)의 현대화 

도넬리 (Donnelly) 하이프레리 학군 (High Prairie 

School Division)  

G. P. 바니에스쿨 (G. P. Vanier 

School) 

에드먼튼 에드먼튼 가톨릭 학군   헤리티지밸리카바나 (Heritage 

Valley Cavanagh)에 K-9 학교 신설 

에드먼튼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로젠탈(Rosenthal)에 K-6 학교 신설 

에드먼튼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글렌리딩하이츠 (Glenridding 

Heights)에 초등학교 신설 

포트맥머리 (Fort 

McMurray) 

포트맥머리 학군 (Fort 

McMurray School Division)  

웨스트우드 커뮤니티 고등학교 

(Westwood Community High 

School)의 현대화 

그랑프레리 (Grand 

Prairie) 

피스와피티 학군 (Peace Wapiti 

School Division)  

그랑프레리 북쪽에 고등학교 신설 

레스브리지 (Lethbridge) 레스브리지 학군 (Lethbridge 

School Division)  

갈브레이스 초등학교 (Gabraith 

Elementary School)의 현대화 

오코톡스 (Okotoks) 풋힐즈 학군 (Foothills School 

Division) 

고등학교 신설  

스테틀러 (Stettler) 클리어뷰 학군 (Clearview 

School Division)  

스테틀러 중학교 (Stettler Middle 

School)의 현대화 및 시설 추가 



 

 

뉴스 보도 

구분: 공개 

스트레스모어 

(Strathmore) 

골든힐즈 학군 (Golden Hills 

School Division)  

웨스트마운트스쿨 (Westmount 

School)의 시설 교체 

 

 

2023년 예산 - 사전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11): 

지역사회 학군 프로젝트 유형/이름 

캘거리 캘거리 교육청 A.E. 크로스스쿨 (A.E. Cross 

School)의 현대화 

캘거리 캘거리 교육청 써 존 A. 맥도날드스쿨 (Sir John A. 

Macdonald School)의 현대화 

캘거리 캘거리 교육청  새들릿지 (Saddle Ridge)에 중학교 

신설 

캘거리 캘거리 가톨릭 학군 레드스톤 (Redstone)에 초등학교 

신설 

캘거리 캘거리 가톨릭 학군 비숍맥넬리 고등학교 (Bishop 

McNally High School)에 시설 추가 

캘거리 캘거리 가톨릭 학군 캘거리 서부에 고등학교 신설 

체스터미어 

(Chestermere) 

록키뷰 학군 (Rocky View 

School Division) 

K-9 학교 신설 

코크레인 (Cochrane) 록키뷰 학군 (Rocky View 

School Division)  

K-5/K-8 신설  

에드먼튼 에드먼튼 가톨릭 학군   북부에 K-9 학교 신설 

에드먼튼 에드먼튼 공립 학군 파일럿사운드/맥코나치 (Pilot 

Sound/McConachie)에 중학교 신설 

레드디어 (Red Deer) 레드디어 공립 학교 (Red Deer 

Public Schools) 

북동부에 중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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