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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친구들과 이웃 여러분, 

 

이 위기의 첫날부터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0년 가을 경제 성명서 (Fall Economic 

Statement 혹은 FES)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탄력적이며, 포용력 있는 경제를 

재건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캐나다인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COVID 이후의 경제가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는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한 경제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부가 캐나다인들에게 투자한 것이 가족과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십억 개의 PPE를 확보하든, 수백만 개의 신속한 테스트를 확보하든, 또는 수백억 달러를 의료, 

필수 근로자, 학교 안전을 위해 보내든, 우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 전례 없는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 도구상자에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COVID-19 대응에 

사용된 10달러 중 8달러는 연방정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힘든 한 해였고, 우리는 아직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이 도착하고 있고 우리는 이 백신들의 보급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국은 화이저-바이오 (Pfizer-BioNTech) 를 승인했으며 백신과 첫 번째 선량 출하가 

도착했으며 전방 근로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들은 올해와 2021년 

내내 계속 도착할 것입니다. 수백만의 더 많은 선량이 추가로 들어올 것입니다. 

 

알리 에사시 (Ali Ehsassi)의 메시지 

월로우데일 연방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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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승인된 모든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규제 과정은 

진행 중이며, 전문가와 과학자들은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의료 승인 표준을 엄격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기로 선택한 모든 

캐나다인은 누구나 접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물류를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니 포틴 (Danny Fortin) 소장의 감독하에 캐나다 주와 준주를 직접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백신이 있다고 해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COVID-19에 걸린다면 백신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명절이 빨리 다가옴에 따라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컨대 우리는 이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자,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휴가철에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합시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성탄절과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의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 저는 멋진 새해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알리 에사시 / Ali Ehsassi 

윌로우데일 연방하원의원 (Member of Parliament for Willowdale) 

 

 

Covid-19 백신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와 가장 많은 1인당 투여량을 확보하여 우리를 

선두에 올려놓았습니다. 최대 4억 2900만 도스의 COVID-19 백신 후보가 사전 주문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데나의 공동 설립자 말에 따르면, "캐나다는 그들의 백신 복용량을 사전 주문한 첫 번째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승인된다면 모데나의 첫 번째 분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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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화이자 (Pfizer) 백신은 캐나다 보건국에 의해 배포가 승인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모데나 (Moderna)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AstraZeneca-Oxford)와 존슨 앤드 존슨 

(Johnson & Johnson)이 함께 한 캐나다 보건국의 심사 및 승인 후보자를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4개의 후보 백신이 승인을 위해 캐나다 보건국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캐나다 보건부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 (Pfizer-BioNtech)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으며 우리는 초기 선량을 받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캐나다인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승인된 모든 Covid-19 백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캐나다인들의 손에 이 백신을 넣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승인되면 캐나다는 더 많은 분배를 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봄과 여름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캐나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Canada Recovery Benefit (CRB) – EI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캐나다 CRB은 COVID-19로 인해 고용되지 않았거나 EI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COVID-19로 

인해 고용/자영업 소득이 최소 50% 감소한 미취업자나 자영업자 근로자에게 최대 26주 동안 

수혜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주당 500달러(세금, 원천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2주 

분납으로 지급됩니다.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The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는 학교, 탁아소 또는 요양시설이 COVID로 

인해 문을 닫거나 또는 폐쇄되기 때문에 12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혹은 소아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격리해야 하거나 COVID-19로 인해 심각한 건강 영향의 

위험이 있을 경우 주당 최대 50%를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주당 최대 26주 동안 

새로운 캐나다 COVID-19 회복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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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달러(과세, 원천세 공제)를 지급합니다. 이 혜택은 1주일 할부로 지급됩니다.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The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은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기반 조건이 

있거나, 치료 중이거나,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게 최대 2주 동안 주당 

500달러(세금, 원천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일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Covid-19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canada.ca/covid19 

 

 

자유당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보다 경제적인 삶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이행하는 부분에는 

식료품, 수력, 배달과 같은 일상적 지출에 도움을 줄 기본 개인 액수의 (Basic Personal Amount) 

저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은 2016년 우리 정부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중산층 세금 감면을 통과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은 연간 평균 330달러 (싱글), 커플은 연간 54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은 강한 공적 연금에 의존하고 우리 정부는 그것들을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보수당 정부가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혹은 OAS)과 

보장소득보충제(Guaranteed Income Supplement 혹은 GIS) 연령을 증가했던 것을 뒤집고 

67세였던 것을 65세로 복원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니어들의 주머니로 수천 달러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저소득 시니어를 돕기 위해 GIS를 947달러 인상하고, GIS 소득 면제를 늘려서 저소득 노인들이 

복리 후생비 감소 없이 일해서 5,000달러까지 벌 수 있으며 다음 1만 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니어 

file:///C:/Users/ehsasa/AppData/Local/Microsoft/Windows/Temporary%20Internet%20Files/Content.Outlook/NCONBDN3/www.canada.ca/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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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 정부는 4월에 GST 크레딧 그리고 

7월에 OAS를 통해 노인들에게 일회성 지불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저소득층 

부부로서 모두 1500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캐나다 연금 계획의 연간 최대 혜택을 향후 은퇴자들에게 줄 수 있는 약 

50퍼센트까지 늘리기 위해 캐나다 주 및 준주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취임했을 때보다 25% 

적은 시니어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니어들이 75세가 되면 

노년보장제도를 10%씩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야심 찬 진보적인 조치들이 시니어들의 재정 안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할 일이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헬스 케어 

 

제 2차의  COVID-19는 전국적으로 확산에 따라 연방정부는 진단 키트 용량, PPE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자금 후원, 공공건물의 환기 개선 및 셸터에서의 발생 방지를 포함하여 COVID-19 

퇴치를 위한 추가 자금 후원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요양 

전국적으로 COVID-19 사망자의 대부분을 경험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새로운 자금 후원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장기요양을 위해 안전한 장기요양 기금 (Safe Long-

term Care Fund)을 10억 달러까지 지원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자금은  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지출 계획과 투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금은 1인당 균등하게 배분되며 감염 예방 및 통제 준비 

상태 평가, 환기 개선, 추가 직원 채용 또는 임금 보충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정신적 건강 

우리는 또한 조난 센터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정신 건강 및 가상 치료를 위한 

기금을 늘리고, 4천 3백만 달러를 웰니스 투게더 캐나다(Wellness Together Canada) 포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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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제공하는 자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육아보육 
  

가을 경제 성명(Fall Economic Statement  혹은 FES)에서 정부는 캐나다 전역에 걸친 조기 학습 

및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기 학습 및 보육에 관한 연방 사무국 

(Federal Secretariat on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을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2천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수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저렴한 공간을 창출하는 조기 학습 및 보육에 대한 이전의 

투자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부는 2028-29년부터 매년 8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2027-28 

수준의 기금을 영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 교육자 인력 지원에 추가 자금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한 캐나다 아동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에 대해 6세 미만의 어린이 한 

아이당 2021년에 1,2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위한 세금감면 
 

정부는 또한 CRA가 COVID-19로 인해 2020년에 집에서 일하고 적은 비용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세부 비용을 추적할 필요 없이 2020년에 세금을 최대 4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에게 고용주들로부터 그 부담을 

덜어주는 서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공사를 위한 도움 
 

강력한 항공 운송 산업은 캐나다 경제와 캐나다인들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항공 여행 승객 수가 거의 90% 감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는 이 부문을 돕기 위해 

공항 당국과 지역 항공사와 같은 주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1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돈 1 페니를 항공사에 지출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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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인들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지역 커뮤니티가 캐나다 및 캐나다 내 나머지 지역과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며 

• 캐나다 항공사들은 캐나다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고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우리 정부는 2021-22년에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캐나다 예술 위원회에 그들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181.5million 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술 및 헤리티지를 

통한 건축 커뮤니티, 캐나다 예술 프레젠테이션 기금 및 캐나다 음악 기금에 대해 예산 2019에서 

제공하는 1년 단위의 자금 리뉴얼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또한 캐나다 전역의 대표 행사와 축제의 폐막을 막기 위해 업계와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달에 가는 캐나다 
 

캐나다는 아폴로 우주왕복선 임무 이후 처음으로 달에 선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과 합류할 

것입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미국 다음으로 깊은 우주에 우주 비행사가 있는 두 번째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클린 에너지 
 

2020년 왕좌 연설에서, 우리는 COVID-19 경제 회복이 깨끗한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FES에서 우리는 청정 투자와 기후 대책에 관한 경제 회복을 위한 Building Back 

Better 계획의 첫 번째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현재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며, 이는 향후 투자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우리 정부의 다가오는 기후 계획은 재생 에너지, 깨끗한 연료, 수소 같은 분야에 대한 추가 작업과 

투자를 강조할 것이다.  

 

청정 및 녹색 경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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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Energy Retrofits: 2020-21 년부터 Natural Resources Canada 에 7 년 동안 26 억 

달러를 제공하여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 700,000 

개의 보조금을 통해 최대 $5,000 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최대 100 만 개의 무료 EnerGuide 

에너지 평가를 제공합니다. 

• 무배출 차량 인프라 구축: ZEV 스테이션의 충전 및 주유에 대해 2021-22 년부터 3 년간 

천연자원 캐나다로 1 억 5 천만 달러 지원하며. 

• 농업 기금에 대한 자연 기후 솔루션: 농부들이 탄소 격리 및 입양 관리 관행을 증가시키도록 

돕기 위해 캐나다 농업 및 농업 식품에 10 년 동안 9 천 840 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캐나다의 강화된 환경 계획 
 

지난주,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캐나다의 강화된 기후 

계획인 "건강한 환경과 건강한 경제(A Healthy Environment and a Healthy Economy)” 를 

발표했습니다. 150억 달러의 초기 투자로 뒷받침되는 이 제안된 계획은 캐나다인들의 생활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더욱 살기 좋게 만들며, 모든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중산층 

성장, 그리고 더 강하고 깨끗한 경제에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계획의 조치는 에너지 낭비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깨끗하고 저렴한 교통수단과 전력을 모든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염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장하고, 가계가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의 깨끗한 

산업적 이점을 구축하고, 더 건강한 가족과 더 탄력적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연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이 역사적인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

change/news/2020/12/a-healthy-environment-and-a-healthy-economy.html 

 

이민 
 

저는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비자 요청, 영주권, 캐나다 시민권, 그리고 캐나다밖에 있는 아내, 

남편, 파트너를 포함한 캐나다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들과 관련하여 IRC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0/12/a-healthy-environment-and-a-healthy-economy.html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news/2020/12/a-healthy-environment-and-a-healthy-econom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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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요청이 넘쳤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14일 서비스 보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알림을 받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몇 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이해하지만, 이민관이 모든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확신시키고 싶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각 

신청자에게 매우 고유하며 자신의 신청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승인되거나 더 오래 지연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정부가 모든 사람의 신청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ali.ehsassi.c1a@parl.gc.ca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COVID 경고 앱 –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함 
 

아직 무료 COVID Alert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셨다면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무료로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앱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하면 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귀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데이터는 기업이나 정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COVID-19와의 싸움을 계속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팬데믹은 여전히 매우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저희 최고 공공보건책임자 Tam 박사가 제공하는 모임과 행사에 대한 캐나다 공중 보건청의 위험 

완화 도구를 검토하고 준수하며 캐나다 주 및 시 보건 공무원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mailto:ali.ehsassi.c1a@parl.gc.ca


10/10 
 

토론토 시의회의 REimaging Young Street 승인 

 

10년간의 논쟁 끝에, 토론토 시의회는 2020년의 최종 결정 중 하나로 18대 5의 투표로 

노스욕과 REimaging Yonge 제안의 활성화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이 제안이 토론토 시의회에 지난 10년 동안 표결을 위해 세 번째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된 

논쟁은 자전거 도로가 Yonge Street에 직접 위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고, 따라서 자동차 

차선이 어느 한 방향으로든 한 곳씩 줄어들도록 요구하거나, 그러한 자전거 도로가 다른 

대안적인 측면 도로에 위치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종합 재설계의 총 자본 비용은 현재 60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존 필리온 (John Filion) 시의원과 그의 전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이 캠페인을 지지해 온 것에 대한 

큰 조언입니다. 성공적인 노력은 수많은 지역사회 회의를 조직하고 토론토 시 기획 직원들과 

함께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캐나다 정부 Covid-19 업데이트: 

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html 
 

온타리오 정부 Covid-19 업데이트: 

https://covid-19.ontario.ca/ 
 

토론토 도시 COVID-19 업데이트: 

www.toronto.ca/covid19. 
 

 
 

 

 

 

http://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html
https://covid-19.ontario.ca/
http://www.toronto.ca/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