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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3 월 21 일, 오타와 

고용, 성장, 장기적 번영 - 2013 년도 캐나다 경제실천계획의  

최우선 사항 

짐 플래어티 재무장관은 오늘 고용, 성장 및 장기적 번영을 위한 하퍼 정부의 
계획의 다음 단계인 2013 년도 캐나다 경제실천계획(Economic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의회에서도 역시 확고부동하게 균형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실천계획의 골자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 훈련 계획, 캐나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연방 기간시설 계획, 캐나다 내의 제조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신규 투자 등이다. 

플래어티 장관은 “캐나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유로 지역과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미국을 비롯한 
국외의 상당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며, “2013 년도 경제실천계획은 모든 
캐나다 국민을 일자리와 연결해주고, 기간시설에 대한 예측가능한 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제조 및 중요한  연구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구축해온 견실한 토대를 한층더 강화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이렇게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2013 년도 캐나다 
경제실천계획은 개인, 가정 및 고령자의 삶의 질과 기업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캐나다 취업보조금 (Canada Job Grant) 

현재 캐나다의 직업 훈련은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곧 캐나다 국민의 예상 또는 기대보다 
높은 실업률과 더딘 경제 성장의 원인이다. 이 추세를 역전시키려면 캐나다 국민이 
받는 직업 훈련이 고용주들의 필요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고 신설 제도인 ‘캐나다 취업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캐나다 취업보조금은 캐나다 국민의 직업 훈련 방식을 탈바꿈시키게 된다. 캐나다 
국민이 고용주가 원하는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캐나다 취업보조금은 
1인당 $15,00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중 연방정부가 최고 $5,000를 
지원하며 주/준주정부 및 고용주가 각각 동등한 금액을 지원한다.



 

 

사상 최초로, 캐나다 취업보조금은 기술 훈련 선택권을 정부에게서 회수하여 
일하고자 하는 캐나다 국민과 고용주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구직자는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기술전문학교, 노조 연수원 등에서 훈련을 받는다. 캐나다 
취업보조금은 수십만 명의 캐나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사이의 현재의 노동시장협정 (Labour Market Agreement)은 2014 년에 
만료된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취업보조금을 골자로 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캐나다 건설(Building Canada)’ 계획 

도로, 교량, 대중교통 및 기타 기간시설 건설을 목표로 한 새로운 ‘캐나다 건설’ 
계획을 통해, 정부는 기간시설에 대한 예측가능한 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신규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집중되며 관민협력(P3) 등의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새로운 ‘캐나다 건설’ 계획은 주/준주 및 지자체 기간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에 있어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투자이다. 2014-2015 년도부터 10 년에 걸친 신규 투자 470 억여 달러를 포함하여 총 
530 억여 달러가 투자되는 이 계획의 자금은 다음과 같은 3 대 기금을 통해 
조달된다: 

 연료세기금(Gas Tax Fund) 및 점진 지급되는 지방자치체 GST 환급 (Goods 
and Services Tax Rebate for Municipalities)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개선기금 
(Community Improvement Fund)에 의해 도로, 대중교통, 레크리에이션 시설 
및 기타 지역사회 기간시설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자치체에 320 억 달러가 
지원된다. 연료세기금 지급액은 2014-2015 년도부터 매년 2%씩 총 1 억 
달러가 증가된다. 

 새로운 캐나다 건설기금에 의해 캐나다 전역의 전국적, 지역적 및 
지방적으로 중요한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140 억 달러가 지원된다. 

 기간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가속적 추진을 위한 혁신적 방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민협력을 통해 캐나다 납세자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갱신된 P3 캐나다 기금 (P3 Canada Fund)에 의해 12 억 5 천만 
달러가 지원된다. 

현재의 각종 기간시설 계획을 바탕으로 2014–2015 년도 이후에 주, 준주 및 
지방자치체에 60 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한 원주민 지역 
기간시설 및 연방 기간시설 자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할 계획이다. 
연방정부의 기간시설 투자는 10 년간 총 70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기간시설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되며 장차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 경제 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기업의 성공 및 고용 창출 지원 

정부는 기계 및 설비 분야의 신규 투자에 대한 임시적 자본비용 가속공제를 2 년 
연장함으로써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에 대해 14 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이 



세금 감면은 제조 및 가공 부문 사업체의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기업 경영 효율을 제고시킬 것이다. 

정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투자도 한다: 
 캐나다 경제에서 소기업이 고용창출자로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임시적인 소기업고용세금공제 (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를 
확장 및 연장하는 데 2 억 2,500 만 달러 투자 

 2014 년에 평생양도소득세감면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한도를 
$800,000 로 높이고 이 새로운 한도를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소기업 소유주, 농업 및 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증강하는 데 5 년간 
1 억 1 천만 달러 투자 

 신설 기업이 출범하여 번창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잠재력이 큰 배태조직 및 
촉진조직들이 그 서비스를 확장하여 기업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데 5 년간 6 천만 달러 투자 

또한 2013 년도 경제실천계획에는 온타리오 주 남부 연방경제개발국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for Southern Ontario) 을 갱신하는 데 5 년간 
9 억 2 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영구적인 항공우주방위전략계획 (Strategic Aerospace 
and Defence Initiative) 을 위한 5 년간 약 10 억 달러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확정하고, 
임업 혁신 및 시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2014–2015 년도부터 2 년간 
9,200 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제조 부문이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013 년도 캐나다 경제실천계획은 지출을 억제하고 2015 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 사려 깊고 신중한 저세율 
계획이다. 사실 이 계획에는 거의 20 년만의 최소 폭의 재량지출 증가가 포함되어 
있다. 

플래어티 장관은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한 나라의 자신감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견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래서 2015 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13 년도 캐나다 경제실천계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캐나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 
즉 고용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금 캐나다의 경제적 이점을 
확보해야 장차 장기적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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