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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 정부, 캐나다 경제실행계획 다음 단계 시행 

– 고용 및 성장을 위한 저세율 계획 

짐 플라어티 재무장관은 오늘 캐나다 경제실행계획 제 2 단계로서 중기 내에 균형예산을 회복해줄 고용 및 성장을 위한 

저세율 계획을 시행하는 예산안을 상정했다. 

플라어티 장관은 “정부는 우리의 경제활성화 계획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성장 및 고용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계속 발전하는 민간부문에 발맞추어,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조성하는 한편 중기 

내에 균형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 년 이후 수립된 지속가능한 저세율 환경 및 성장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캐나다 경제실행계획 제 2 단계는 고용 

창출 지원, 일반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기술혁신,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 캐나다의 재정적 장점 유지 등에 주력할 

것이다. 

고용 창출 지원 

정부는 기업 및 기업가의 성공을 돕고, 저세율을 유지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투자하고, 캐나다의 국가 브랜드를 

최상의 투자후보지의 하나로 유지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캐나다 경제실행계획 제 2 단계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통해 이러한 우선 과제를 실행한다: 

• 임시적인 소기업 고용 크레디트(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를 제공하여 이 중요한 부문의 추가적 고용을 

장려한다. 

• 직무 공유 제도 및 고령근로자 표적정책(Targeted Initiative for Older Workers)을 연장하여 국민의 노동력 유지를 

돕는다. 

•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자본비 비율 허용한도 인상을 2 년 연장함으로써 제조/가공 

부문을 지원한다. 

• 지방자치체에 대한 예측가능한 장기적 인프라 자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료세기금(Gas Tax Fund)에 대한 연간 

20 억 달러의 항구적 투자를 입법화한다. 

• 캐나다의 주요 농업, 임업 및 광업 부문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 

 

일반 가정 및 지역사회 지원 

모든 국민이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각 지역사회가 역동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 가정 및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이다. 캐나다 경제실행계획 제 2 단계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통해 이러한 목표에 투자한다: 

• 고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 OAS) 및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고령자에 대한 소득보장보조금을 증액한다. 

이로써 독신 고령자는 연간 최고 $600, 고령자 부부는 연간 최고 $840 의 새로운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3 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며, 캐나다 전국의 68 만여 명의 고령자의 재정적 안전이 향상되게 된다. 



 

 

• 캐나다 학자금융자(Canada Student Loans)의 연방정부 지분 중 신규 가정의는 최고 $40,000, 개업간호사 및 

간호사는 최고 $20,000 를 탕감해줌으로써 시골 및 벽지의 서비스 취약 지역사회에 더 많은 보건의료 근로자를 

유치한다. 

• $2,000 의 새로운 가정간병인 세금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을 도입하여, 역사상 최초로 배우자, 

사실혼자 및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는 병약한 의존 친척의 간병인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한다. 

• 신설 아동예술세금공제(Children’s Arts Tax Credit)를 도입하여, 아동의 예술 및 문화 활동, 여가 활동, 발달 활동 

등과 관련된 적격 비용에 대해 아동 1 명당 최고 $500 를 공제해준다. 

• 해당 지역사회에서 20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원봉사 소방수에 대한 $3,000 의 자원봉사소방수 세금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를 도입한다.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보다 에너지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에코에너지 주택개량지원(ecoENERGY Retrofit – Homes) 제도를 연장하는 등, 기후변화 및 공기질 문제 대처를 

위해 2 년간 약 8 억 7 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기술혁신,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 

정부는 첨단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모든 국민에게 오늘날의 노동시장에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취득할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캐나다 경제실행계획 제 2 단계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통해 이러한 우선 과제에서의 중요한 진전을 

도모한다: 

• 중소기업이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정보통신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연구지원제도(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를 통해 3 년간 신규 재정지원에 8 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 캐나다 우수연구원(Canada Excellence Research Chair)을 새로 10 명 추가하여, 이 중 일부는 캐나다 

디지털경제전략(Digital Economy Strategy)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 간접비 지원을 포함하여, 3 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 심의회에 대한 예산을 연간 4 천 7 백만 달러 증액한다. 

• 전문대학, 종합대학 및 기업 간의 연구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장에서의 시범을 

지원한다. 

• 파트타임 및 풀타임 고등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캐나다 학자금융자 및 보조금을 증액 및 확대한다. 

• 모든 직업 시험, 기술직 시험 및 전문직 시험 수수료를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기술 자격증 취득을 장려한다. 

 

캐나다의 재정적 장점 유지 

2010 년도 예산에서 발표된, 균형예산 회복을 위한 정부의 3 점 계획이 5 년간 176 억 달러를 절약한다는 목표 하에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경제실행계획 제 2 단계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통해 5 년간 추가 절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박차를 가한다: 

• 2010 년도의 전략적 검토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지속적 절약에 의해 5 억 달러 이상 절약한다. 

• 세금 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캐나다 조세제도의 견실성과 공정성을 보호한다. 

• 2011-12 년도에 정부 내 모든 부처의 지출에 대한 1 개년 종합 전략적 및 운영적 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를 실시한다. 

 



 

 

2010-11 년도 적자는 2009-10 년도보다 25 퍼센트 이상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1-12 년도에도 25 퍼센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적 및 운영적 검토에 의한 목표 절약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2015-16 년도까지 42 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어티 장관은 “앞으로도 하퍼 정부는 캐나다 경제실행계획 제 2 단계에 정해져 있는 우선 과제에 계속 중점을 둘 것이며, 

그 핵심은 균형예산의 회복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에 주력함으로써,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 캐나다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공서비스와 문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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