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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에게 보내는 장관 편지: COVID-19 자녀급여 프로그램
2021 년 4 월 25 일
온타리오주의 모든 부모 여러분,
이 세계적 대유행 중에 우리 온타리오주 주민들이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보여주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정적 압박이 점철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온타리오주의 모든
가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자면, 이제 우리 정부는 온타리오주 COVID-19 자녀급여(Ontario COVID-19
Child Benefit)를 통해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두 배로 늘립니다. 이 재정 지원 증액에
따라 0-12 학년 자녀는 1 인당 $400, 장애가 있는 만 21 세 이하 청소년 자녀는 1 인당 $500 이
해당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이전의 학습자지원(Support for Learners) 프로그램에 따른
급여의 두 배입니다.
학습자지원 급여를 받았던 부모는 자동으로 2021 년 4 월 26 일부터 이 새로운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학습자지원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부모는 5 월 3 일부터 5 월 17 일까지
새로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몇 주 안에 새로운
온타리오주 COVID-19 자녀급여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투자는 주민들의 건강과 우리 경제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2021 온타리오주 예산안의
일부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COVID-19 에 맞서 싸우고,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기하고, 견실한 경제적 회복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COVID-19 는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이 세계적 대유행이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특히 힘들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자녀를 둔 가정들이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며, 가족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임을 인식하여 신속하게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한 것입니다.
백신의 도착은 지평선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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