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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시행 계획: 사람의 건강 및 우리 경제 보호  

2021 년 예산, 주정부의 COVID-19 대응에 510 억 달러 지원 

토론토 - 오늘 재무부 장관이자 재정위원회 회장인 Peter Bethlenfalvy 는 온타리오 시행 계획: 

사람의 건강 및 우리 경제 보호 (Ontario’s Action Plan: Protecting People’s Health and Our 

Economy)를 발표했습니다.  2021 Budget 은 COVID-19 에 대한 온타리오 대응의 제 2 단계이고 

유행병 동안에 정부가 확보한 두번째 예산입니다.   

“건강한 사람 없이 건강한 경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Bethlenfalvy 장관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동안 우리는 COVID-19 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주 곳곳에 백신이 배포되어 희망이 지평선 안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1 년 전에 시작한 일을 마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한 대응에 정부의 기록적인 투자액이 2021 Budget 에 반영되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총 163 억 달러와 경제를 보호하는 데에 233 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온타리오의 COVID-19 시행 계획은 이제 총 510 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결국 이 유행병은 우리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입니다.”라고 

Bethlenfalvy 장관은 말했습니다.   “Team Ontario 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그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람의 건강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그곳에 다다를 것입니다.   마침내 이 장을 넘기게 될 때, 온타리오 주민은 

일자리 창출, 번영 및 더 강력한 주에 필요한 경제 성장의 고삐를 풀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사람의 건강 보호는 2021 Budget 의 첫번째 기둥입니다.   여기에는 COVID-19 를 퇴치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재건하며 사람을 돌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백신은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이며, 우리 주에 보급되면서 팔뚝에 백신을 놓아줄 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Bethlenfavy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장기간 동안 보건 

복지 체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유행병이 시작된 이래 새로운 병상을 만들고, 병원을 

짓고 개량하며, 검사 수를 늘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재정비하기 위해 기록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COVID-19 퇴치를 위한 온타리오 계획의 핵심 사항  

• 예방 접종을 원하는 주 내의 모든 사람에게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온타리오는 주 전체의 

예방 접종 계획에 10 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온타리오는 

또한 23 억 달러로 검사 및 접촉자 추적을 통해 직장, 사업체, 지역 공동체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budget.ontario.ca/202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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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전선의 영웅들과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타리오는 3 억 1,500 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마스크와 12 억 달러가 넘는 금액의 장갑을 포함하여 개인 보호장비에 14 억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유행병이 가장 심한 동안에도, 침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유행병이 시작된 이래로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51 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3,100 개가 넘는 병상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2020~21 년도의 

18 억 달러가 포함되어 COVID-19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수술 지연을 해소하고 

환자의 필요에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재정비를 위한 온타리오 계획의 핵심 사항 

• 수 십년간의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온타리오는 4 년에 걸쳐 9 억 3,300 만 달러를 추가, 총 26 억 달러를 투자하여 장기 요양 

시설에 30,000 개의 새로운 병상을 지원합니다.   온타리오는 또한 시설 입주민을 위한 

냉방장치 확보를 포함하여 기존 시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4 년 동안 2 억 

4,6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을 기키며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시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명적인 COVID-19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온타리오는 

2021~22 년 동안에 6 억 5,000 만 달러를 추가하여, 유행병이 시작된 이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총 20 억 달러가 넘는 자원이 투자됩니다.   

• 사랑하는 사람이 캐나다 최고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타리오는 4 년에 걸쳐 

49 억 달러를 투자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에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 시간을 하루 평균 

4 시간으로 늘리고, 간병사(PSW) 및 간호사를 포함하여 27,000 개가 넘는 신규직을 

채용합니다.   

사람을 돌보기 위한 온타리오 계획의 핵심 사항 

• 더 많은 보건 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타리오는 William Osler Health 

System’s Peel Memorial 에 입원 병동 신축 및 Windsor-Essex 지역에 새병원을 짓는 지속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유래없는 병원 확장 및 건축 프로젝트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정신 건강 및 중독 문제와 싸우고 있는 수 천명의 사람을 돕기 위해 온타리오는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10 년에 걸처 38 억이라는 역사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2021~22 년에 1 억 7,500 만 달러의 기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온타리오 계획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s://budget.ontario.ca/2021/heal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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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보호는 2021 Budget 의 두번째 기둥입니다.   이는 가족, 근로자, 고용주를 

보호하려는 온타리오 계획을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필요한 공중 보건 대책으로 근로자, 가족, 사업주들이 희생을 치뤘습니다만 그로써 생명을 

구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Bethlenfalvy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치뤄진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행병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사람에게 추가 

구제금을 지급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부모에게 3 차 

지급액을 직접 제공하고 Ontario Small Business Support Grant(온타리오 소상공인 지원 기금)를 

배가하고,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도와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온타리오 계획의 핵심 사항 

•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1 년에 Ontario Jobs Training Tax 

Credit(온타리오 직업 훈련 세액 공제)를 새로 제안합니다.   이는 수혜자에게 적격 비용의 50 

퍼센트를 총 2,000 달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2021 년에 230,000 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총 2 억 6,000 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 유행병 때문에 새로운 압박과 비용에 직면한 가족을 돕고 이들의 두둑한 주머니를 위해 

정부는 Ontario COVID-19 Child Benefit(온타리오 코로나 19 자녀 혜택)을 통해 부모 지원을 

위한 3 차 지급액을 제공, 지난 3 월 이후 총 18 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이번 회차의 

지급액은 두배로 자녀 당 400 달러까지, 특수 지원이 필요한 자녀는 500 달러까지 지급되어, 

특수 지원이 필요한 자녀 한명을 포함한 3 명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3 차 지급 이후에 총 

2,600  달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육아 비용이 드는 부모를 지원하고 이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는 

2021 년의 복지 세액 공제액을 20 퍼센트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원금을 평균 

1,250 달러에서 1,500 달러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300,000 이 넘는 가정의 보육 비용에 대해 

약 7,500 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온타리오 계획의 핵심 사항 

• COVID-19 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제약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온타리오는 적격자에게 Ontario Small Business Support Grant 를 2 차로 

지급합니다.   약 120,000 의 소상공인은 최소 10,000 달러에서 2,000 달러까지 기금 형식의 

2 차 지원을 통해 17 억 달러의 추가금 혜택을 지동적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이 기금을 통해 

제공된 지원금은 총 34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COVID-19 로 인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은 온타리오의 여행, 숙박 및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타리오는 이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앞으로 3 년에 걸쳐 4 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합니다.   이미 발표한 2 억 2,500 백만 달러에 더하여 유행병이 시작된 이후 투자 

금액은 총 6 억 2,500 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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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것을 보여준 광역망을 집과 사업체 및 공동체에 

연결시키기 위해 온타리오는 28 억 달러를 투자해 2019~20 년을 시작으로 6 년에 걸친 주의 

총 투자액은 40 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 지원을 위한 온타리오 계획의 핵심 사항 

• COVID-19 에 의해 발생한 추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 및 문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온타리오는 적격 기관에 최대 5,000 만 달러를 기금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COVID-19 와의 싸움에 있어 주정부의 주요한 파트너인 온타리오내 444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1 년에 10 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구제금을 

추가로 제공하여 필수 공공 서비스 유지에 도움을 주고 경제 회복을 지원합나다.    

우리 경제 보호를 위한 온타리오 계획에 대해 더 알아보기 

간단한 정보 

• 전세계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온타리오는 COVID-19 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의 실질 총생산(GDP)은 2020 년에 5.7 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온타리오의 실질 GDP 및 고용 모두 2022 년 초에 유행병 시기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온타리오는 2020~21 년에 385 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 정부는 적자 폭이 

2021~22 년에 331 억 달러, 2022~23 년에는 277 억 달러, 2023~24 년에는 202 억 달러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2021 Budget 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고속 성장 및 저속 성장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고 온타리오 

재정에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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