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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시행 계획: 보호, 지원, 회복
(Ontario’s Action Plan: Protect, Support, Recover)
2020 Budget(2020 년 예산)은 최전선 보건 복지를 강화하고 사람과
고용주를 지원하며 온타리오의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합니다.
Toronto - 오늘 Finance Minister Rod Phillips 는 온타리오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호, 지원, 회복 보건 및 경제에 대한 코로나-19 의 심각한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시행 계획의 다음 단계
온타리오 시행 계획은 현재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개인, 가족,
일자리 창출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과 세금 조치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주의 강한 경제
회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보건 자원 확보를 위해 3 년에 걸쳐 총 450 만 달러의 지원금을
마련합니다.

보호
온타리오의 코로나-19 보건 대응은 이제 총 152 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유행병과의 싸움에
있어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1~22 년에 40 억 달러를, 더 나아가 2022~23 년에는 20 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21 년 지출에는 코로나-19 의 2 차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계획인 주 정부의 건강, 장기 요양 관리 및 교육을 위한 가을 준비 계획(Fall
Preparedness Plan for Health, Long-Term Care and Education)을 지원하는 28 억 달러가 포함됩니 다.
이에는 병상 지원, 밀린 수술 처리 및 추가 독감 백신 구매를 위한 추가 기금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한 검사, 검사 시설, 실험실 및 의료 장비와 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의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온타리오내 병원에 5 억 7200 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합니다. 이는 작년에
제공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총 25 억 달러가 넘는 기금이 병원에 제공됩니다. 주정부는 온타리오
전역에 있는 병원의 현대화에 도움을 주는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하여 병원 기반시설을 신축 및
확장하고 긴급한 개선사항을 처리하기 위힌 자본 보조금으로 10 년에 걸쳐 18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장기요양 시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코로나-19 의 2 차 대유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스템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타리오는 감염 예방 및 통제 개선에 필요한 개조 및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구입하고, 강한 보건 인력을 구축하기 위해 5 억 달러 이상을
제공합니다. 온타리오의 장기요양 관리 COVID-19 위원회(Long-Term Care COVID-19 Commission)가
검토를 마칠 동안 정부는 온타리오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간호사나 간병사(PSW)의 하루 평균 직접 간병
시간을 4 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추가 간병은 향후 4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온타리오는 캐나다의 가장 앞선 주가 될 것입니다. 이 야심찬 계획은 수 만명의 새로운 직원 채용 및
훈련을 포함하여 장기요양 부문의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유행병 발생 첫날부터 사람의 보호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라고 Minister Phillips 는
말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코로나-19 의 위험은 극히 심각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2 차 대유행과 그
이후에 장기요양 시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일선에 있는 보건 영웅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부는 지금 온타리오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사람과 일자리 창출자 지원을 위한 추산액 총 135 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구제금은 코로나-19 의 2 차 대유행과 그 이후에 가족, 노인,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코로나-19 의 일부 추가 비용 상쇄를 위한 지원으로 부모는 12 세 미만 어린이 1 인당 $200 을, 특수
도움이 필요한 21 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250 를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는 특수
도움이 필요한 자녀 한명을 포함한 어린 자녀 3 명이 있는 가정은 2020 년에 1300 달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노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기 집에서 더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과세 년도 2021 년에 새로운 Seniors’ Home Safety Tax Credit(노인 주택 안전 세액
공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개축 비용 중 $10,000 까지 25 퍼센트의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노인은 2021 년 소득 및 소득세 납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격이 될 것입니다.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또한 자격이 될 것입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이 전례없는 시간 동안에 일자리 창줄자 지원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에서 수정된 2 단계로 공중 보건 제한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이나 더 나아가 통제나 폐쇄로
분류된 지역의 적격 사업체를 위해 3 억 달러의 구제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와
에너지 요금 같은 고정 비용 지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온타리오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2 년에 걸쳐 Support for People and Jobs
Fund(사람과 일자리 지원 기금)에 18 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는 세계적 불황을 일으켰고 온타리오도 예외가 아닙니다”라고 Minister Phillips 는
말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경제 통계자료가 직업을 잃은 사람, 초조한 소규모 사업주 또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 분투하는 가족을 대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제공된 것을 기반으로, 부모, 노인,
소규모 사업주를 포함하여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 새로운 지원을 헙니다.”

회복
COVID-19 가 멀지 않은 미래 동안 온타리오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Budget 2020 은 성장에
힘입은 강력한 경제 회복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로부터 온타리오를 강하게
회복시키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한편, 이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48 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프로그램 중에는 일자리를 죽이는 전기 요금을 인하하고,
일자리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사상 최대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로 연결이 안되거나 미흡한 지역
사회에 인터넷을 연결해 주며, 관광 및 접객업 종사자 처럼 유행병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을 수요가 많은 기술을 요하는 직업에 연결시켜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일자리 창출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주의 모든 사업체 부동산의 94 퍼센트에 해당하는
200,000 이 넘는 부동산에 대해 주의 높은 사업용 부동산 세율을 0.88 %로 낮춤으로써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초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1 년에 연간 4 억 5 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고용주에게 30%의 감세를 의미합니다.
온타리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코로나-19 에 가장 많은 영향을 입은 고용주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로부터 그 지역 사회 내의 일자리 창출자에게 좀 더
선별적인 세금 구제를 제공하는 추가 도구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온타리오는 지자체에게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능력을 부여하고 이 감액 만큼 보전해 줄 것을 고려하겠다는 주정부의
약속을 제안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채택에 따라
2022~23 년까지 지자체 및 주의 재산세 구제금 총 3 억 8,500 만 달러가 소규모 사업체에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Employer Health Tax (EHT - 고용주 건강세) 면제를 490,000 달러에서 백만 달러로
영구적인 인상을 제안함으로써 30,000 명의 추가 고용주에게 일자리에 대한 세금을 종료시켜 줍니다.
이는 민간부문 고용주에게 2021~22 년에 고용 및 성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3 억 6000 만 달러를
절감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추가 구제로 고용주의 90 퍼센트 정도가 EHT 를 지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타리오를 사업하는 곳으로 볼 때, 주의 높은 상업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고용주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투자의 장애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2020 Budget 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영구히
폐기될 온타리오의 비수력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업체와의 고비용 계약으로부터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2021 년 1 월 1 일을 시작으로 이전 정부에서 체결한 이들 계약의 일부가
납부자가 아닌 주정부의 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전기요금 구제로 풀어진 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으로 더 잘 쓰이게 될 것입니다. 중견 및 대기업 고용주는 2021 년을 시작으로 이 요금에 각각 평균 약
14 퍼센트와 16 페센트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온타리오주가 일부 가장 경쟁력이 없는
전기요금에서 미국의 평균보다 더 경쟁력 있는 요금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타리오에 있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를 헤쳐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Minister
Phillips 는 말했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인 유행병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 코로나-19 는 결국 우리 뒤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계가 회복하는 동안 온타리오가 뒤쳐지면 그 비용은 그냥 너무 큽니다.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2020 Budget 은 최근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유연성있는 중기 재정 계획의 윤곽을 그림으로써
불확실성의 세계에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 회복의 속도에 따라 주정부의 재정 전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안 상황도 제시합니다. 정부는 2020~21 년에 385 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20-21 First Quarter Finances(2020~21 년 1 분기 재정)의 적자 예측과 다르지
않으며 코로나-19 와의 싸움에 필요한 긴급 지출을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정부는 적자가
2021~22 년에 331 억 달러, 2022~23 년에는 282 억 달러로 지속적인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행병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2021 년 3 월 31 일까지 2021 Budget 에 균형으로
가는 길을 포함한 다년 계획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온타리오 시행 계획의 핵심 내용: 보호, 지원, 회복:
보호 - 코로나-19 에 대한 정부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기금 75 억 달러를 포함한 152 억 달러. 새
기금의 핵심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1 인당 간호사 또는 간병사(PSW)의 일일 평균 직접 간병 시간을 4 년에 걸쳐
하루 4 시간으로 늘려 노인 보호에 있어 온타리오를 캐나다의 선도적인 주로 만들 것입니다.

•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유행병과의 싸움을 지원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2021~22 년에 40 억 달러를, 더 나아가 2022~23 년에는 20 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새로운 응급실, 최첨단 진단 영상 및 수술실을 갖춘 새로운 Cortellucci Vaughan Hospital 을
개원합니다. 이는 온타리오에서 30 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하는 순 수용력이 추가된 첫 신축
병원입니다.

지원 - 사람과 일자리를 위한 추가 지원에 24 억 달러를 포함한 135 억 달러. 새 기금의 핵심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Support for Learners Initiative)를 통해, 3 월에 급한 3 억 7800 만 달러의 재정
지원에 이어, 12 세 이하 어린이 1 인당 $200 와 21 세 이하의 특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및 청소년
1 인당 $250 씩 부모에게 한번 더 3 억 8000 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기와
같은 코로나-19 에 의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특수 도움이 필요한 자녀 한명을
포함한 세명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교육용품과 기기와 관련된 비용 지원으로 2020 년에 $1300 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

2021 과세 년도에 새로운 Seniors’ Home Safety Tax Credit 을 제안하여 $10,000 까지 적격한 개축
비용에 대해 25%의 세액 공제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집을 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그곳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인은 2021 년 소득 및 소득세 납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격이 될 것입니다. 노인과 함께 살고 지원하는 가족 구성원 또한 자격이 될 것입니다.

•

2020~21 년을 시작으로 3 년에 걸쳐 Black Youth Action Plan(흑인 청소년 활동 계획)에 6 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현재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흑인 청소년이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새로운 경제적 역량을 만들어 주는 기본 기금을 두배로 증가시킵니다.

•

유행병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관광, 문화 및 스포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2 년에 걸쳐 Community Building Fund(지역 사회 구축 기금)에 1 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

코로나-19 의 결과로 발생한 운영 손실의 보전을 돕기 위해 온타리오의 예술 기관에 2500 만 달러의
일회성 비상 기금을 제공합니다.

•

온타리오 주민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2 년 2021~22 년과
2022~23 년에 걸쳐 Support for People and Jobs Fund(사람과 일자리 지원 기금)에 18 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회복 - 경제 성장에 힘입은 강력한 회복을 위한 기초 구축을 위해 새 지원금 48 억 달러. 핵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향후 4 년에 걸쳐 광대역 기반 시설에 6 억 8000 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기존 약속 금액과
합하면, 주 전역 지역 사회의 인터넷 연결에 온타리오 정부의 투자금이 사상 최대인 거의 10 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

중견 기업과 대기업 주에게 전기요금(3 년 동안 13 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평균 각각 14 퍼센트와
16 퍼센트를 절감시켜, 일자리를 죽이는 높은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계획으로
온타리오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

일자리 창출자에 대한 부동산 세를 삭감하고, 온타리오내 총 사업체 부동산의 94 퍼센트에 해당하는
200,000 이 넘는 고용주에 대해 높은 Business Education Tax(BET - 사업 교육세)를 0.88 퍼센트로 내려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해줍니다. 이는 4 억 5000 만 달러의 연간 절감액을 즉각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며 주 내의 현재 가장 높은 BET 대상이 되는 많은 사업체에게는 30%의 절감을 의미합니다.

•

지방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자체에게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 능력을 부여하고
삭감액에 대한 보전을 고려한다는 주정부의 약속을 지자체에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채택에 따라 2022~23 년까지 지자체 및 주정부의 재산세 구제액 총 3 억 8500 만 달러까지
소규모 사업체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

Employer Health Tax (EHT) 공제액을 490,000 달러에서 백만 달러로 영구적으로 인상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30,000 명의 추가 고용주에게 일자리에 대한 세금을 종료시켜 줍니다. 이러한 추가 구제로
약 90 퍼센트의 고용주가 EHT 를 내지 않아 일자리 및 성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3 억 6000 만 달러를
2021~22 년도에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

2021 년 온타리오 주캉스 해를 맞아 온타리오를 안전하게 발견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민에게 적격한 온타리오 여행비를 20 퍼센트까지 지원한다고 약속합니다.

•

기술직 전략을 포함한 곳에 3 년에 걸쳐 1 억 8050 만 달러 투자, Employment Ontario 를 통해
재설계된 Second Career (제 2 의 경력) 프로그램인 기술 훈련 전용으로 1 억 달러 추가 투자, 수요가
많은 기술 습득에 5950 만 달러를 투자하여 관광 및 접객업 무문과 유행병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다른 이들을 훈련 및 일자리에 연결시켜 줍니다.

•

Ontario Onwards Acceleration Fund(온타리오 미래지향 가속형 기금)을 통해 더욱 신뢰받고, 편리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년에 걸쳐 5 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정보
•

6 월 이래로 온타리오의 고용은 순수 일자리 838,000 개가 증가했으며 9 월 현재 고용은 2020 년
2 월의 95.8 퍼센트까지 회복되었습니다.

•

온타리오의 실제 GDP 는 2020 년에 6.5 퍼센트 감소하고 2021 년에 4.9 퍼센트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의 경제 성장은 2021 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 년 실질
GDP 가 3.5% 오른 후 2023 년에는 2.0% 성장이 예상됩니다.

•

Fiscal Sustainabilit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2019 (FSTAA)는 정부에게 다년간의 재정계획
최종년도에 균형된 예산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복구 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유연성의 필요성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코로나-19
유행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안하여, 정부는 2020 Budget 에 복구
계획을 포함하는 요건을 일시 중지시키는 FSTAA 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는 캐나다 관할구역으로서는 최초로 2020 년 3 월 25 일 온타리오 시행 계획에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반영한 재정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에 대한 대응.

추가 자료
온타리오 시행 계획: 보호, 지원, 회복
BACKGROUNDER 보호 -- 긴급한 코로나-19 대응
Backgrounder:지원 - 사람과 일자리 지원
Backgrounder:회복 - 성장을 위한 조건 창출
Backgrounder:책임있고 투명한 온타리오 재정 관리
Backgrounder: 온타리오 시행 계획 핵심 사항:보호, 지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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