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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는 BC주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역사적 자본
투자가 포함된 2020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산안

그 시작부터 COVID-19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BC주 주민들의 슬픔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바입니다. 이 세계적 대유행이 장차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BC주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 덕분에 이 위기에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젊은이, 원주민 공동체, 환대산업 및 관광업 부분 등,
이 세계적 대유행에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과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백신 공급의 지연, 새로운 변종의 위험 등, 최근 몇 달간의
또 다른 문제들은 COVID-19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 예산안은 세계적 대유행이 물러날 때까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한편, 경제 회복과 저 앞에 보이는 더
좋은 날로 나아가는 다리를 건설합니다.
우리는 모든 BC주 주민이 의존하는 공공 서비스를
보호함으로써 변함없이 사람을 가장 중시할 것입니다.
2021 예산안은 당면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한편, 보건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기업 지원, 저렴한 주택 및 탁아
서비스, 일반 가정을 위한 가격적정성 대책, 기록적
수준의 고용 창출 지역사회 인프라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통해 견실한 회복의 발판을 구축합니다.
2021 예산안은 우리의 신중한 성장 예상과 재정적
절제의 방침을 지속합니다.
BUILDING TODAY FOR A BETTER TOMORROW

BC주의 회복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중점을 둠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것입니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 장관(MINISTER OF FINANCE)

2021 예산안: 모든 사람을 위해 더 튼튼한 BC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건설합니다

1

미래를 내다보며 사람과
가정을 지원합니다

BC주 아동을 위한 무료 대중교통
올 9월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 34만여 명이 학교에 갈 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중에 많은 사람과 가정이
갑작스러운 실직의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모두
똑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2021 예산안에는 탁아 서비스를 개선하고, 살림을 더
여유롭게 만들고, 빈곤을 줄이고, 화해를 촉진하고,
사람들이 의존하는 각종 서비스에 투자함으로써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C주 회복급여(BC RECOVERY BENEFIT)
BC주 회복급여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250만 명의
BC주 주민을 도왔습니다. 이 급여는 적격 가정 및
한부모에게는 최고 $1,000, 적격 개인에게는 최고 $500을
지급합니다. 2021 예산안은 BC주 회복급여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합니다. 이 급여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고 수용적인 탁아 서비스

트랜스링크 지역 가정은 자녀 1명당 연간 최고
$672, BC 트랜짓 지역 가정은 연간 최고 $400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기회급여(CHILD OPPORTUNITY BENEFIT)
2020년 10월부터 약 30만 가정이 자녀기회급여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1자녀 가정은 올해 최고 $1,600, 2자녀 가정은
최고 $2,600, 3자녀 가정은 최고 $3,400을 받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훈련 및 고용 기회에
대한 투자

»

보건의료 부문의 훈련 용량을 증강하기 위한 신설
공간 등,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신규 재정 지원

»

StrongerBC 경제회복계획(Economic Recovery Plan)을
통해 출범된 훈련의 지속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3,200만의 투자:

지난 4년간의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이제 35,000여
가정이 저비용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년 수천 개의 새로운 자리를 만들
것이며, ‘Seamless Day’ 시험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학교 구내에서 탁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의 유아교육자 임금 인상이 시간당 $4로 배로
증액되어, 약 11,000명의 유아교육자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일상적 활동 참여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2,000가정이 이용하게 됩니다.
청소 비품 보급 증강, 개인보호구 또는 공간 개선을 통해
탁아 시설들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탁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적 보건 및 안전 보조금으로 $2천만이
투입됩니다.

2021 예산안은 하루 $10짜리

탁아 공간의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며, 이로써 추가로 75개
탁아소와 이들에 의존하는 수천
가정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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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훈련 이용성 확대를 위한 원주민 공동체 및
단체들과의 협력에 $1,700만 투입
재훈련 및 새로운 커리어 추구를 모색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이크로 자격증 훈련 확대에
$500만 투입

•

»

노동 통합 학습 기회 및 단기 기술 훈련에 $1천만
투입
StrongerBC 경제회복계획 투자와 결합될 경우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각종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에 $4,500만 투자

교육 투자를 통해 BC주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 지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 증액과
아울러, 우리 다음 세대가 번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개선하고,
인종주의와 화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합니다. 또한,
BC주 전역의 각 지역사회에 신설 학교를 짓고 기존
학교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자본 투자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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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취약층을 지원하고 더 공평한 미래를
건설합니다
2021 예산안에는 취약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C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득
지원 및 장애 지원 급여 영구 인상이 포함됩니다.
소득 지원 및 장애 지원 급여의 월 $175 인상은
2017년 이후 2회에 걸쳐 총 월 $325가 인상된
이전의 인상에 추가되는 것으로, 인상률이 최고
53%입니다.

고령자보조금(Senior’s Supplement)이 두 배로 인상되어
최고 8만 명의 저소득 고령자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유의미한 화해
화해는 단 한 번의 결정, 사건 또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공동의 지속적
여행입니다.

2021 예산안은 2020년 가을의 StrongerBC 경제회복계획을
더한층 진일보시켜 화해를 촉진하고 더 수용적인 경제를
건설합니다. 화해를 촉진하고 원주민이 BC주 경제 회복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1 예산안은 원주민관계화해부(Ministry of Indigenous
Relations and Reconciliation)에 대한 연간 기본 재정 지원에
$6천만을 추가합니다. 이는 협상, 입법, 정책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 각종 토지 및 자원 활동에서의 원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데만 쓰이는 전용 재정 지원입니다.

보호 아동, 또는 대안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추가적 재정 지원, 그리고 장애 또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 지원도
제공됩니다.
Community Living BC는 발달장애가 있는 24,000여 명의
성인 및 그 가족에게 각종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신규 투자는 특히 여성, 소수민족,
한부모, 난민, 원주민, 2SLGBTQ+ 공동체 구성원, 저소득자
등에게 시의적절하고 공정한 사법 접근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더 저렴한 주택
2018년에 정부가
Homes for B.C. 10개년

2021 예산안에는 또한 다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화적으로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각
지역 공중보건국의 원주민 연락 담당자 증원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이용성과 원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4,500만 투입

»

BC주 전역의 원주민에게 표적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에 $1,400만 지원

»

원주민 가정에 문화적으로 적절한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민 헤드스타트(Aboriginal Head Start)
프로그램에 400명 자리 증설

»

수백 개의 원주민 공동체 및 단체와 협력하여 기술
훈련 프로그램 이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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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출범시킨 이후
26,000여 채의 신축
주택이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입니다.
2021 예산안은 성장 가정, 고령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학생, 원주민 등을 위해 더욱더 많은 저렴한 주택
옵션을 창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20억의 HousingHub
신규 투자를 통해 중소득 가구 및 가정을 위해 약 9천 채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1 예산안은 세계적 대유행 중에 안전한 곳과
급식을 제공하는 3,000여 명분의 임시 비상 보호소 및 호텔
공간을 유지함으로써 노숙자 또는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계속 지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건설합니다

3

BC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2021 예산안은 COVID-19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 향후
3년간 보건의료 재정 지원으로 $40억을 투자하여,
계속해서 BC주 주민들의 건강, 정신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며, 주민들이 의존하는 각종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BC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신 건강 투자
BC주 정신 건강 분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2021 예산안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당해 회계연도의 신규 재정 지원 $5억이 포함됩니다.

»

정신 건강 서비스의 이용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6,100만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COVID19 보건 지원

»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1
예산안은 COVID-19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1/22년도에 $9억을 투입합니다.

퍼스트네이션스 공중보건국이 원주민에게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는
$1,400만

»

»
»

»

»

모든 BC주 주민을 위한 COVID-19 백신
검사 및 접촉 추적, 독감 예방접종 확대, 농어촌, 벽지
및 원주민 공동체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성
개선

오피오이드 치료 등 전면적인 약물 사용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
$3억3천만
더 많은 사람의 회복을 돕기 위해 BC주 전역에 195개의
약물 사용 치료 및 회복 병상 증설

청소년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신
건강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9,700만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원
및 생활보조시설의 COVID-19 선별검사 담당자

건강한 내일을 위한 BC주 보건의료 체계
강화
2021 예산안에는 BC주 보건의료 체계를 계속 강화하여,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고 3천 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훈련 및
채용하기 위한 $5억8,500만

»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원주민에 대한 체제적
인종주의에 대처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4,500만

»

간호조무사 및 지역사회간호사의 수를 늘려,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양질의 자택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6,800만

»

복합적 필요가 있는 고령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1,200만

새로운 보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
2021 예산안은 당해 회계연도 기간의 자본 투자 $78억을
통해 핵심적 보건 인프라의 구축에 계속 중점을 둡니다. 이
투자는 주요 신규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보건의료 시설,
의료 및 진단 장비, 기술 시스템 등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신축 서리병원, 암센터 등의 신규 보건의료
프로젝트는 신축 세인트폴병원, 코위찬지역,
도슨크릭지역, 테라스호 및 스튜어트호의 신축 병원
등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투자에는 또한
버나비병원, 캠루프스로열인랜드병원,
펜틱턴지역병원, 카리부메모리얼병원 등의 환자
수용력 증강이 포함됩니다.

영상진단 및 수술 용량을 늘리기
위한 $4억9,500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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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유행 중에 BC주
기업들을 돕습니다
BC주 기업들은 COVID-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 표적 지원 등, 2021

예산안을 통해 계속 각종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 중에 BC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회복 준비를
돕기 위해, 2021 예산안은 StrongerBC 경제회복계획을 통해
시작된 지속적 기업 지원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지속적
기업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StrongerBC 고용증가인센티브(Increased Employment
Incentive) 세액공제를 위한 $1억5천만

»

BC주의 농작물 수확을 돕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COVID-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BC주
농부들을 돕는 $3,500만

»

‘Grow BC, Feed BC, Buy BC’ 전략을 확대하여 BC주
제품의 내수 시장을 강화 및 확장하기 위한 $1천만

»

중소기업회복보조금(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Recovery Grant) 프로그램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1억9,500만

다음 투자는 2020년 가을의 StrongerBC 경제회복계획에
포함된 지원을 더 강화합니다:

»

11만 개로 예상되는 BC주의 적격 법인 기업의 운영
전환 또는 업그레이드를 돕기 위한, 특정 장비 및
기계류 자본 투자에 대한 지속적 PST 면제

»

기업들을 BC주 기술 회사들과 연결하여 전자
상거래를 시작하거나 개선하게 하고, 디지털 마케팅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온라인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Launch Online에 $4,400만

»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그 제품에 고객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BC주의 부가가치 제조를
증강하는 데 $1천만, 기업들이 BC주의 공급망을
강화해주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 보조금 $600만

»
»
»

BC주의 농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750만
BC주의 식품 허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농장
혁신 및 식품 가공을 지원하는 $700만

BC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지원
세계적 대유행 중에 많은 부문이 남다른 어려움을
겪었고, 주 정부는 이 부문들의 독특한 필요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관광 산업
관광 부문 투자는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집단들이 전체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문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2020년 가을, StrongerBC 경제회복계획에 관광 산업
구제 및 회복을 위한 $7천만 이상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지자체들이 관광 인프라를 건설,
개조 및 다양화하는 것을 돕고 지역 내 원주민 관광
사업체들을 돕기 위한 투가가 포함되었습니다.

»

또한, 관광 사업체들을 겨냥하여 가을에 발표된
$1억의 중소기업보조금(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Grant) 재정 지원도 있습니다.

BC주 관광 부문이 견실한 미래에 대비하도록 돕기
위해, 2021 예산안은 다음을 투자합니다:

»

각 지역사회가 트레일, 공항 개선 등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통해 미래의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지역사회 여행지 개발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지원 $2천만
BC주를 독특한 여행지로 만들어주는 주요 관광 명물에
대한 지원 등, 관광 산업 회복을 지원하는 $1억

2020년도 상용 부동산 세금 평균 25%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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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및 문화
정부는 BC주의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표적 회복 재정 지원을 개발했으며,
향후 3년간 BC주의 음악 산업을 지원하는 데
AmplifyBC를 통해 $2,250만, 예술 및 문화 단체 지원에
$3,500만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2021 예산안은 예술인프라프로그램(Arts Infrastructure
Program)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여 이러한 투자를 더한층
강화하며, 이에 따라 예술 및 문화 단체 회복을 지원하는
자본 개선 보조금에 $600만이 투입됩니다.
음식점 및 환대 산업

견실한 경제 회복과
미래에 대한 투자
2021 예산안은 계속해서 BC주가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투자를 우선시하고, 견실한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주민, 기업 및
지역사회에 제공되어 온 $100억 이상의 지원을 더한층
증강합니다.

음식점 및 환대 산업은 변화무쌍한 세계적 대유행의
국면과 업데이트된 주보건관(Provincial Health Officer)
명령에 계속 적응해왔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회복을 촉진하며, 더
지속가능하고 수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를 건설해줄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을 통해 음식점 및 환대 산업을 지원합니다:

»

서킷브레이커기업구제보조금(Circuit Breaker
Business Recovery Grants)을 통해 $5천만 이상을
투입하여 14,000개의 음식점, 주점, 맥주 양조장, 와인
양조장,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지원

»

식품 배송 회사들이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15%의 임시 한도 설정

»

세계적 대유행 중에 정리해고된 수백 명의 관광 및 환대
산업 종사자들을 채용하여 비임상 노동자로서 BC주
예방접종 계획을 지원하도록 함

주류 면허가 있는
음식점, 주점 및
관광 사업체가
영구적으로 맥주,
와인 및 증류주를
도매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BC주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COVID-19 국면에서
창의와 혁신으로 재고하고 조정해왔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지원이 필요한 BC주 기업을 지원하고, 모든
기업이 탄력적인 미래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6

2021 예산안은 병원 및 보건의료 시설, 학교, 하이웨이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들에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실행함으로써 올바른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합니다.
2021 예산안은 3개년 계획에서 8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 지원 자본 투자에
기록적인 $264억을 투입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정부가 핵심 인프라에 집중해온 이미
역사적인 투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즉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프로젝트들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교통, 보건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통해 장기적 회복의 발판을
지원합니다.
2021 예산안은 또한 다음과 같은 투자도 합니다:

»
»

»

원주민 공동체 등, 더 많은 농어촌 및 벽지 지역사회에
고속 인터넷 및 휴대폰 네트워크를 보급하기 위한
$4,000만
트레일 및 오지 인프라의 확장 및 개선, 새로운 캠핑장
건설, 공원 확장을 위한 새로운 토지 구매, Discover
Camping 예약 시스템 개선, 기존 공원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해 BC주 공원관리국(BC Parks) 운영 및 자본
지원에 $8,300만
BC주 동맹 가입 1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3천만 지원

2021 예산안: 모든 사람을 위해 더 튼튼한 BC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건설합니다

2021 예산안에는 BC주 전략투자기금(INBC
STRATEGIC INVESTMENT FUND)이 고성장 기업, 인재
및 좋은 일자리를 BC주에 유치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년간 $5억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eanBC가 주도하는, 더 친환경적인 회복을
위한 BC주의 준비
2021 예산안은 배출가스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 및
클린테크에 투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5억600만의 추가 투자로 더 깨끗하고 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한다는 목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더욱더 촉진합니다. StrongerBC 경제회복계획을 통해
우리는 고용과 더 깨끗하고 더 탄력적인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1억9천만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교통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혁신을 지원하고, 중요한 분수계
및 서식지를 복구 및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그
영향에 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2021 예산안에 추가된 재정 지원에 따라 StrongerBC를
포함한 총 CleanBC 할당액이 2019/20년도 이후 약
$22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더 좋은 건물,
더 튼튼한 지역사회
2021 예산안은 건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재정 지원 증액,
더 좋은 도시 계획, 벽지 및 원주민 공동체의 디젤 사용
감축 등을 통해 더 깨끗하고 더 튼튼한 지역사회를
지원합니다.
산업 및 클린테크와의 공조

»
»

청정 교통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 전기충전소, 기술 발전, 스쿨버스,
연락선 및 정부 선박의 전기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1억 3천만이 투입된, 더 깨끗한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 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 및 충전소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형 자동차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Go
Electric 프로그램에 $9,400만

»

자전거 전용 차로, 보도, 다용도 통로 등 능동적 교통
인프라 지원에 $1,800만

»

BC주 주민들에게 연간 $700만을 절감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자전거에 대해 PST 면제

»

연료의 탄소집약도를 줄이고 BC주에서 수소 경제를
개발하는 것에 관한 추가적 정책 수립 작업에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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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배출가스를 줄이고, BC주의 청정기술 부문을
확장하고, 청정 경제 세계 경쟁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CleanBC 프로그램에 $9,600만 투자
혁신및청정에너지센터(Centre for Innovation
and Clean Energy)를 지원하고, 청정기술 투자를
통해 연방 정부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6천만 투자
• 혁신및청정에너지센터는 BC주의 청정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을 돕습니다.

»

기후행동사무국(Climate Action Secretariat)이
깨끗하고 수용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기후
행동 방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00만

기후 적응 및 대비
BC주는 기후대비적응전략(Climate Preparedness and
Adaptation Strategy)의 제1단계를 지원하여 기후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600만을 투자하는 등, 기후 대비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앞날을 내다보는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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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을 더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정부의 핵심적 노력은 주민들의 살림을 더 여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 및 개인이 지속적인
절감을 2021 예산안에 도입된
방책들과 지난 4년간 수립된
것들의 결과로 인식합니다.

밴쿠버의 연소득
$10만 4인 가족

밴쿠버의 연소득
$8만 4인 가족

자녀 1(만 12세)
자녀2(만 5세 - 탁아소)

자녀 1(만 12세)
자녀2(만 5세 - 탁아소)

밴쿠버의
연소득 $6만
한부모
1자녀(만 5세 - 탁아소)

밴쿠버의
연소득 $3만
미혼자

잠재적인
지속적
절약

학생을 위한 신설 B.C. Access Grant for Students

1,333

2,667

-

4,000

MSP 보험료 폐지

1,800

1,800

1,800

900

230

230

230

230

Affordable Child Care Benefit

2,316

4,800

4,800

-

Child Care Fee
Reduction Initiative

1,440

1,440

1,440

-

1,500

1,500

1,500

1,500

B.C. Child
Opportunity Benefit

598

1,380

700

-

ICBC 혁신

400

400

400

400

1,344

1,344

672

-

학자금 대출 이자 폐지

포트맨 및 골든이어스
통행료 폐지

아동 대중교통 무료

추가적인 잠재적 절약
FOR MORE INFORMATION

1회성 리베이트

Budget 2021 Details: www.bcbudget.ca
Ministry of Finance: www.gov.bc.ca/fin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로 최고 $3,000 절약
절약하십시로.
열펌프로 최고 $3,000 절약

This document was printed on environmentally
conscious Elemental Chlorine free paper, contains
recycled fibre and is 100% recyclable. Production
of this document included best practices for
conservation. Please Reduce, Reuse and Recycle.

전기 자전거에 대한 PST 면제로평균$280 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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