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Ministry of Finance

온타리오 시행 계획 COVID-19 에 대한 대응
Premier Ford 와 Minister Phillips, 추가 보건 복지 자원 및
사람, 일자리, 고용주를 위한 지원 발표
뉴스

2020 년 3 월 25 일

Toronto - 오늘 Finance Minister Rod Phillips 는 온타리오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OVID-19 에
대한 대응 (2020 년 3 월 경제 및 재정 최신 현황)
정부의 시행 계획은 COVID-19 에 대한 정부의 첫 단계 대응이며 보건 복지 제도를 위한 추가 자원과
사람 및 일자리에 대한 직접 지원 70 억 달러가 포합됩니다. 이는 또한 세금 및 기타 연기를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일자리와 가계 예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과 사업체 지원에 100 억 달러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170 억 달러의 대응은 보건 복지 제도, 지역 사회 및 경제가 앞으로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계획에는 변화하는 지구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유연성 제공을 위해 전례없는 25 억 달러의 예비비와 13 억 달러의 비상 기금 인상 뿐
아니라 추가 보건 복지 투자의 일환으로 10 억 달러의 COVID-19 전용 비상 기금을 포함, 역사적 대응
수준의 신중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온타리오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33 억 달러의 추가 보건 복지 자원이
포함됩니다.
“Finance Minister 로서, 현재 저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최전선 의료 전문가들이 COVID-19 발생과
싸우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Phillips 장관은 말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은
우리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에 신뢰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추가 자원은 병원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기 요양 시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곡선을 완만하게 하고 확산을 지연시키도록 하는 공중 보건 당국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보건
▪
▪

▪

COVID-19 발생과 관련되어 새로이 나타나는 요구에 대해 10 억 달러의 COVID-19 전용 비상
자금을 약속합니다.
추가적인 급성 치료용 침상 1,000 개와 중환자 치료용 침상 500 개 및 추가 평가 센터를 위한
3,400 만 달러 뿐 아니라 병원의 수용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5
억 4,900 만 달러를 포함하여 병원 부문에 9 억 3,5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가상 치료 및 Telehealth Ontario 에 투자하는 한편 COVID-19 관찰, 감시, 실험실 및 가정 내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중 보건 기금을 1 억 6 천만 달러 인상시킵니다.

▪

▪

연중 무휴 검사, 감염 통제 지원을 위한 직원 확충 및 COVID-19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공급품
및 장비에 대한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장기 복지 부문의 급증한 수요 충족을 위해 2 억 4,3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최전선에서 COVID-19 와 씨름하고 있는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 및 중요한 의료 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7,500 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또한 직접적이고 긴급하게 사람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37 억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Phillips 장관은 “이 세계적인 유행병이 있는 동안, 저는 온타리오 주민들이 직장을 잃게 될 염려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접하면서 어떻게 수지를 맞출까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면서
온타리오 주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OVID-19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고 사람, 가족, 근로자 및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주요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과 일자리
▪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학교와 보육시설의 폐쇄와 관련된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
사립학교에 등록된 어린이를 포함, 12 세 이하의 어린이 1 인당 200 달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는 250 달러를 일회성으로 지급하여 가족에게 도움을 줍니다.
▪ 6 개월 동안 저소득 고령자를위한 GAINS (Guaranteed Annual Income System – 보장된 연간
소득 제도) 지급을 두 배로 제안합니다.
▪ 2020 ~ 2021 년도에 전기 요금 구제 프로그램에 약 56 억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되는
주택, 농장 및 소 사업체 소비자를 위한 보다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2019 년
예산안에 비해 약 15 억 달러가 증액된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주택, 농장 및 소 사업체 등 이용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고객의 전기 요금체계를 45
일 동안 24 시간 내내 부하가 적은 시간대 가격이라고 알려진 최저 요율로 정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COVID-19 발생에 대응하면서 발생된 주간 전력 사용량
증가로 사용시간 계량에 대한 납부자들의 우려를 해결해 줍니다.
▪ Employer Health Tax (EHT – 고용주 보건세) 면제에 관한 일시적인 인상 제안을 통해 약
57,000 명의 고용주에 대해 3 억 5,500 만 달러의 세금을 삭감합니다.
▪ LEAP (Low-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 저소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고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전기 및 천연 가스 서비스가 체납을 이유로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청구서에 대한 가족의 직접 지원에 900 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 보건 복지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과 같은 최전선에서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아동 복지 방안을 제공합니다.
▪ 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 및 임대료와 같은 기본 요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Ontario Works 가 운영하는
응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
▪

▪

현지의 필요에 근거해 자금을 배분하는 Consolidated Municipal Service Manager (통합
지자체 서비스 관리관)과 District 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Boards (지역 사회 서비스
행정 위원회)에 기금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COVID-19 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푸드
뱅크, 노숙자 보호소, 교회 및 응급 서비스와 같은 자선 및 비영리 사회 서비스 기관을 위한
기금을 1 억 4,800 만 달러 인상시킵니다.
6 개월 동안 OSAP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 온타리오 학생 지원 프로그램)
대출금과 이자 발생 구제를 제공하여 학생들 손에 더 많은 돈을 쥐어줄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Corporate Income Tax Credit (법인 소득세 공제인) Regional Opportunities
Investment Tax Credit (지역내 기회 투자 세액 공제를 통해) 고용 성장률이 떨어지는 지역을
지원합니다.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도시 원주민을 위한 응급 지원, 보건 복지 전문가 및 외딴 지역의 First
Nations (원주민)에게 배송되는 중요 공급품 비용을 포함, 원주민 및 지역 사회에 2,600 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계획에는 세금 및 기타 연기를 통해 향후 몇 개월 동안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과
사업체 지원에 100 억 달러를 마련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

▪

대부분의 주정부 운영 세를 위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하는 사업체에게 5 개월의 이자
및 벌금 구제를 제공하는 60 억 달러를 마련합니다.
지방 정부에서 교육청에 송부하는 교육 재산세의 다음 분기 시한인 6 월 30 일을 90 일 동안
연기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도 주민과 사업체에게 재산세를 연기해 줄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교육청도 기금을 게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18 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제공합니다.
WSIB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 작업장 안전 및 보험 위원회) 가 고용주에게
최대 6 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19 억 달러 재원을 마련합니다.

Phillips 장관은“사업체와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합해서 이러한 조치는 불확실한 시기에 있는 사업체와 사람들을 위해 최고 100 억
달러까지 현금의 흐름을 확보하여 일자리와 가계 예산을 보호하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한 정보
▪
▪

2020 년 3 월 경제 및 재정 최신 현황은 다음 년도의 계획 추정안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연중
주정부의 재정 및 경제 전망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제공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2019 ~ 20 년도에 94 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9 년 예산 대비 11
억 달러가 개선된 것입니다. COVID-19 발생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정부는 2020 ~ 21
년도에 254 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0 ~ 21 년도 온타리오주의 예비비 25 억 달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정부는 2020 년 11 월 15 일까지 다년간의 주 예산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이 책임있는 접근
방식을 통해 정부는 경제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가장 최근의 신뢰할 수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자원
▪
▪

온타리오 시행 계획 COVID-19 에 대한 대응 (2020 년 3 월 경제 및 재정 최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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