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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드장례전문업체

종 합

캐나다한인상공회의소

이방록회계법인

25년 캐나다 회계경험 CPA, CA, CFP, CIC
-기업 / 법인 / 개인회계
-세무계획  -상장회사 회계관리

전화 (416)221-2009
팩스 (416)221-2086

Domenic Delia
(416)751-3511

143 Willowdale Ave. Suite 102, Toronto
mortgage4us@gmail.com

생명보험, 중병보험,
장기간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 중병보험,
장기간호보험, 단체보험

yangskim@hotmail.com

김양석만나면

좋은 사람

캐나다 보험경력 14년
(온주, BC주, 알버타주 자격증 소지)

(416)358-8692

20

회장:  김관수
사무장:  김지현

연락처:  416 - 740 - 8864  /  kochamcanada@gmail.com
주소:  KCC (Bena Co.)   1110 Finch Ave. W. Unit #23, Toronto

윤건영 회계사
Gun Yoon CPA

• CPA, MBA, MSc

•개인/기업 회계, 재무 및 세무

•페이롤 서비스 / 창업, 투자, 매매 자문

1000 Finch Ave. W. Suite 801
416.855.3998     gun@yooncpa.com

 연방자유당 정부는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만으

로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시인했다.

 중산층 가정(연소득 4만

4,701~8만9,401달러)의 세율

을 2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은 자유당의 주요 공약이었

다. 

 이렇게 하려면 연간 30억 달

러가 필요하지만,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만으로는 12억 달러가 부

족하다는 것이다.

 빌 모르노 연방재무장관은 7

일 “기대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늘어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한 100억 달러의 재정적

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다음 

총선 전에 균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부

는 이날 

중 산 층 

세율 절

감 및 상위 1%의 세율을 33%

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

원(국회)에 상정했다. 통과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

 재무부는 중산층 소득세율 

절감으로 인해 오는 2019-20 

회계연도까지 연방세수입이 약 

41억 달러 줄어드는 반면에 상

위층 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은 

그 때까지 24억 달러로 예상된

다고 내다봤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재정문

제 평론가 리사 레이트 의원

(MP)은 “연 재정적자 규모가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세금인상도 전체 재

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revenue neutral) 저스틴 트

뤼도 총리의 핵심공약들이 모

두 깨지기 일보직전”이라고 비

난했다.

 삼성물산이 온주에서 추진하

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

트가 내년 3단계에 돌입한다. 

삼성물산·한 국전력공사

(KEPCO) 컨소시엄은 지난 

2010년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을 총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신재생 발전사업투자 협약’을 

온주 정부와 체결했었다. 

 50억 달 러 를 투 자 해 

137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 2단계를 

거쳐 채텀-켄트, 킹스턴 등에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했

다.  내년 봄 착공 될 예정인 3

단계 사업은 태양광은 윈저와 

사우스게이트에 각각 50MW

씩 건설하고 풍력 200MW는 

벨리버, 사우스게이트, 도버에 

짓는다. 

“부유층 세금인상만으론 부족”
                정부 중산층 세율인하 약속 흔들 

야권 “그럴 줄 알았다” 비난   

 노인건강 등을 위한 이홍(Yee Hong)커뮤니티 웰니스파운데이션은 제27회 드래곤볼 미디어 런치행사를 4

일 BMO인스티튜트에서 개최했다. 이홍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드래곤볼은 내년 2월6일 메트로토론토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갈라 관계자 및 후원자들. 앞줄 왼쪽은 조셉 웡 이홍 창시자. 

드래곤볼 런칭 이벤트

     삼성-온주 에너지사업

3단계 프로젝트 내년 봄에 

 김 이사장은 재선 직후 본보

와 가진 현장인터뷰에서 “조합

과 실협이 살아남기 위해선 반

드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시

대의 흐름이다. 따로는 오래 살

아남을 수 없다. 당장 기술적, 

회계적,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회

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

합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임기 동안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긴축운

영을 통해 128만 달러의 적자

를 기록했던 조합을 3년 만에 

17만 달러 흑자로 되돌려놓은 

장본인이다. 

 장부상으론 지난 회계연도에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초콜

릿 회사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영업이

익은 50만 달러 적자였다는 지

적도 있다. 그러나 최소 비용으

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기틀

을 잡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실협-조합 통합과 관련, 오승

진 실협회장은 8일 “현재 (통합

을 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

고 있는 기간이라 구체적인 것

을 언급하기엔 이르다. 그러나 

주식회사처럼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 것

은 회원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인 1인1주의 

원칙을 가지고 온주 코압법 적

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만 밝혔다.

 일각에선 “한 지붕 두 가족처

럼 표면만 하나로 합치는 것만 

가지고는 힘들다. 진정한 통합

이 이뤄져야 하지만 영리단체

와 비영리단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 

“합치려면 넘어야 할 산 많아” 지적도

☞ A1면에서 계속

적자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