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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교육비를 더 저렴하게 만든다 
2023년 2월 16일 

앨버타주 정부는 앨버타주의 고등 교육 학생들을 위해 비용 적정성을 
개선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수업료를 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앨버타주 경제는 견실하게 회복되었지만 학생들은 생활비 증가를 따라잡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앨버타주 정부는 고등 교육이 모든 앨버타주 주민에게 가용적이고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등교육부(Advanced 
Education)가 고등 교육 학생들에게 특정 표적에 대한 새로운 비용적정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23년도 예산안의 일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고등 교육 학생들을 위해 
비용적정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o 2024-25학년도 이후 동일 학교 내의 국내 수업료 인상을 2%로 제한한다. 

o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율을 프라임 금리로 인하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앨버타주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o 학자금 융자 무이자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로 늘림으로써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상환 걱정 없이 보수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준다. 

o 상환지원계획(Repayment Assistance Plan)의 자격 요건을 $25,000에서 
$40,000으로 인상하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앨버타주 정부는 2022-23융자연도에 앨버타주 학생보조금(Alberta Student 
Grant)을 적격 학생 1인당 월 $225 인상하기 위해 추가적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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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플레이션은 고등 교육 학생을 포함한 모든 앨버타주 주민의 생활비를 증가시켰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시책은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학생이 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디메트리오스 니콜레이즈 고등교육부 장관(Minister of Advanced Education) 

 

최근 앨버타주 정부는 대규모의 광범위한 표적 지원을 제공하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인플레이션 구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조치는 고등 교육 학생도 특정 표적에 대한 
비용적정성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새로운 비용적정성 시책은 우리의 
적정생활비행동계획(Affordability Action Plan)에 추가되는 중요한 시책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앨버타주의 비용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해준다.” 

맷 존스 비용적정성공익사업부 장관(Minister of Affordability and Utilities) 

 

10,000여 명의 저소득 학생이 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앨버타주 학생보조금이 
증액되면 적격 학생은 월 최고 $475를 받을 수 있다. 

 

이 추가적 월간 재정 지원은 소급 적용된다. 즉, 2022-23학년도부터 월 $225의 추가 
지원금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앨버타주 학생보조금에서 제공되는 이 추가적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은 3월에 앨버타주 학생원조(Alberta Student Aid)로부터 통지를 받게 된다. 
이들은 동 기간에 학생원조로부터 추가적 재정 지원도 받는다. 

 

“오늘 발표는 비용적정성에 관한 학생 지도자들의 숙원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앨버타주 
학생들을 대표하여, 고등 교육의 가용성과 비용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증강된 노력을 
보게 되어 기쁘다.” 

서맨사 스콧 앨버타주 종합대학생협의회(Council of Alberta’s University Students - 
CAUS) 회장 

 

“우리 학생들은 고등 교육 비용 상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비용적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에 기쁨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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잰머제이 라오 앨버타주 대학원생옹호위원회(Alberta Graduate Provincial Advocacy 
Council - AbGPAC) 공동위원장 

 

앨버타주 정부는 고등 교육의 가용성과 비용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치는 고등 교육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해줄 것이다. 또한, 학자금 융자자들이 더 쉽게 융자를 
상환하고 더 효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관련 정보 

앨버타 2030 - 취업용 기술 습득(Alberta 2030: Building Skills for Jobs) 

 

미디어 문의 

Sam Blackett 

Sam.Blackett@gov.ab.ca  

587-589-6048 

Press Secretary, 고등교육부(Advanc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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