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친구들과 이웃 여러분,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올해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평화시의 기억 속에서 전례 없이 희생하고
타협하고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든, 가상으로 가족
방문을 하든, 새로운 방식으로 휴일과 종교 관습을 관찰하든,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COVID-19 은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적 복지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곳 윌로우 데일(Willowdale)의 주민들은 큰 희생을 치렀고 우리
정부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맞서 싸우는 동안 캐나다인을 지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COVID-19 경제 대응 계획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시기 투자로, 캐나다인에 대한 직접 지원 2,300 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지원에서 캐나다 GDP 의 거의 14 %를 차지합니다.
귀하의 연방하원의원으로서 저와 저희 사무실의 업무는 Willowdale 의
주민들과 단체가 지원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Toronto Caucus 의 일원으로서 저는 토론토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자금을 포함 하여가족과 기업 모두를 위한 주택 및 재정 지원 및
우리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동료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산업부 장관의 (Minister of Innovation and Industry) 장관의 의회 비서
(Parliamentary Secretary)로서 저는 전국의 캐나다인이 요구하는 PPE 를
생산하기 위해 동원한 전국의 수많은 기업들과 연락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마스크를 쓰고 윌로우 데일에서 일선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PPE 를 병원, 노인 거주지 및 커뮤니티 센터에 배포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이 이웃을 위해 행한 특별한 친절의 행동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가 윌로우데일에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건강 지침 (health guidelines)을 따름으로써 같이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함께 헤쳐나갈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 에사시 / Ali Ehsassi
윌로우데일 연방하원의원
CERB 후 소득 지원
우리 정부는 EI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고,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CERB 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새로운 임시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및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의 신청 기간이 현재 열러 있습니다. Canada Recovery Benefit (CRB)
신청은 10 월 12 일부터 열러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CRA 는 CERB 에 대해 이와 같은
간단한 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CRA 의 '내 계정 프로필 (My
Account Profile)'을 통해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RA 는
추가 확인 및 보안 조치를 사전에 구현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 지급을
제공 할 수 있도록합니다. 모든 혜택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1 년 동안
캐나다인에게 제공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현실로 전환함에 따라 이러한 유연한 프로그램은 캐나다인이
일에 복귀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추가 노동 시장 혼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주를 통해 질병 수당을 받지 못한 캐나다인이 병가로
일하러 가거나 무급으로 집에 머무르는 것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하지
않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긴급상황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동안 우리의 목표는 캐나다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실성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구 공동체의 어떤 단계나 단계가 있든 간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RA 웹 페이지를 방문하여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이러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사회 기반 시설

우리 모두가 팬데믹을 헤쳐나가면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임금을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캐나다와 우리 사회에 계속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도로,
교량, 대중교통,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차세대 녹색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ederal Liberal 416 Caucus 의 지도력과 지지 덕분에 우리 정부는 캐나다의
도시와 시를 위해 70 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 운영을위한
연방 자금 20 억 달러와 환승을 위한 약 18 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는 TTC 가 운영을 계속하고 모든 공중 보건 조치가 버스, 전차, 지하철 차량
및 WheelTrans 전체에 걸쳐 시행되도록 자금을 확보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Covid-19 신속한 테스트

캐나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모든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인이
COVID-19 테스트에 빠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대 2,050 만 개의 Panbio COVID-19 Antigen
rapid 검사를 구매하기 위해 Abbott Rapid Diagnostics 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이 검사를 캐나다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항원 검사는 사람이 COVID-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몇 가지 새로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검사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특정 단백질을 탐지하여 작동합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국은 COVID-19 테스트를 늘리는 데 도움이되도록 이러한
테스트를 주 및 준주에 배포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빠른 테스트 키트의 획득 전략은 실험실의 기존
테스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및
준주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COVID-19 테스트 기술은 팬데믹이 계속됨에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중 보건국을 대신하여 공공 서비스 및 조달 캐나다는 가장 유망한 후보자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계약을 계속 추구합니다.

이민 – 가족 재결합

캐나다 정부는 가족 재결합에 대한 정부의 공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0
년 부모와 조부모 프로그램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 혹은 PGP)
개통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3 주 동안 오후 12 시 2020 년 10 월 13 일부터 오후 12 시까 지 2020 년 11 월 3
일 EST, 캐나다에 오는 부모와 조부모를 후원하고자하는 캐나다인 및
영주권자는 온라인 후원 양식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됩니다.
신청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은 잠재적 인 후원자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초대장을 보냅니다. 선택한 지원자는 60 일
이내에 지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양식을 사용할 수없는 장애인은 전화 또는 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IRCC 고객 지원 센터 (1-888-242-2100)에 연락하거나 2020 년 11 월 3 일까지
이메일로 대체 형식 (종이 사본, 점자 또는 큰 활자)의 후원 양식에 관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이 COVID-19 팬데믹의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IRCC 는 2020 년 과세 연도의 소득
요건을 최소 필요 소득에 30%를 더하는 대신 최소 필요 소득에 줄이는 임시
공공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어려운시기에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2020 년 PGP 의 시작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49,000 명의 가족
후원 신청 승인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의 시책과 지난주에 더 많은 가족을
재결합하고 현재 국경 제한 내에서 자비로운 사례 (compassionate cases)를
승인하는 절차에 대한 발표를 기반으로합니다.
2020 년 PGP 접수의 일환으로 최대 10,000 개의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IRCC 는
오는 2021 년 스폰서 양식에 대한 신규 관심 접수를 열어 총 3 만여 건의 신규
신청을 접수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family-sponsorship/sponsor-parents-grandparents/tell-us-you-want-sponsor-parentgrandparent.html

COVID-19 증가

캐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COVID-19 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13 세에서
29 세 사이의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캐나다 젊은이들은
확산되는 것을 줄이고, 특히 나이든 어른들과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 가족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Patty Hajdu 보건부 장관은 캐나다의 최고 보건 책임자 인 Theresa
Tam 박사와 함께 #CrushCOVID 라는 제목의 공중 보건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of Canada-ESAC)와 협력하며 이캠페인은
캐나다의 주요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를 통해 전국의 게이머와 청소년에게
다가 갈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가상으로 연락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비디오 게임을 사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ESAC 와 회원들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CrushCOVID 이니셔티브는 캐나다 젊은이들이 가상으로 모이는 곳에서
중요한 공중 보건 관행을 상기시키는 데 더움이 될 것입니다.
올 가을, 청소년 및 청년, 특히 노인 또는 고위험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고객
서비스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중 보건 조언을 따르는 것이 그 어느
때보 다 중요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봄 물결을 짓누르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의 일부였으며 이제 이 연령 집단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COVID 를
분쇄하고 큰 부활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해결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CEWS) 연장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우리 정부는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CEWS)은 350 만 개 이상의 캐나다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되었습니다. CEWS 는 근로자의 급여를
유지하고 고용주의 재 채용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CEWS 를 2021 년 6 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금리를 2020 년 12 월 19
일까지 동결 할 것입니다.이 중요한 지원은 캐나다가이 위기에서 떠오르는
강력한 위치에 캐나다 가정과 기업을 보장 할 것입니다.

캐나다 긴급 사업체 계정 (Canada Emergency Businesses Account-CEBA) 확장

캐나다 긴급 사업 계정(CEBA)은 765,000 개 이상의 캐나다 소기업들이 이 대유행을 통해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흐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유행의 심각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우리는 CEBA 를 2 만 달러의 2 차 대출금
포함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합치면 6 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 중 2 만 달러는 2022 년 말까지 상환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대유행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CEBA 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 이미 전달된 지원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온타리오 / 토론토

온타리오 주 정부는 장기 요양원 방문자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온타리오에 있는 LTC (Long-Term Care) 주택은 10 월 5 일부터 장기요양시설이
거주자들을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고 COVID-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필수 방문자, 필수 요양보호사들의 출입을 제한할 것입니다.
새로운 주정부 지침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필수 방문자에는 매우 아프거나 완화 된 거주자를 방문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필수 간병인은 수유, 개인 위생 또는 의사 결정 지원과 같이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 사람은 거주자가 선택한 가족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개인적으로 고용
된 간병인 일 수 있으며.
 필수 방문자 및 필수 간병인은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방문 할 수
있으며.
 그들은 지난 2 주 동안 COVID-19 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양성 판정을받지 않았어야 됩니다. 또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는 등 적극적인 검사를 통과해야하며 COVID-19, 감염 예방 및
통제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및 개인 보호 장비 (PPE) 관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실내 및 실외 방문이 취소됩니다. 가상 방문 (virtual visits)은 계속 될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빈도가 증가 할 것입니다.
필수 간병인은 LTC 홈에 등록해야하며 LTC 직원에게 증명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