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도 예산안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1. 경제가 호전되고 고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

•
•

온타리오 주와 민간부문 협력자들은 온타리오 주정부의 투자 1 억 7 천 5 백만 달러가
포함된 13 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통해 약 10,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고용 및 성장을 위한 조세 계획(Tax Plan for Jobs and Growth)이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경제침체기에 손실된 일자리의 91 퍼센트를 회복했습니다.
위험관리 프로그램(Risk Management Programs)의 신설 및 연장을 통해 농가를 지원합니다.

2. 우리는 그동안 교육에서 이룬 발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2015–16 년도까지 전문대학생 및 종합대학생을 추가로 60,000 여 명 증원합니다.
전일제 유치원이 2011 년 9 월에는 추가로 200 개 학교에서, 2014 년 9 월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3. 우리는 보건의료에서 이룬 발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

유방암 검진 수혜자를 90,000 명 늘림으로써 발병 위험이 높은 30-49 세 여성이 혜택을
누리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50-69 세 여성을 위해 더 많은 검사를 지원
우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종합 정신건강 및 중독 전략(Mental Health and
Addictions Strategy)
65 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 온타리오 주 의약품급여 프로그램(Ontario Drug Benefit Program)을
통해 의약품 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약제 서비스 및 지원 확대

4. 우리는 적자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
•

•

2010–11 년도 적자는 1 년 전 예상치보다 30 억 달러 감소할 전망입니다.
2010–11 년도 프로그램 지출은 작년도 예산의 예상치보다 26 억 달러 감소할 전망입니다.
향후 3 년 동안 약 15 억 달러의 절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예로, 주요 기관에 2013–14 년도까지 2 억 달러를 절약하는 목표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전급여가 지급되는 특정 관리직 고위관리에 대한 재정지원이 2 년에 걸쳐 10 퍼센트
삭감됩니다. 이 조치는 주요 정부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온타리오 주 공공서비스 (Ontario Public Service - OPS)가 2012 년 4 월부터 2014 년 3 월 사이에
추가로 1,500 명 감원됩니다. 이는 2009 년도 예산에서 발표된 OPS 상근직 고용인 3,400 명
감원에 이은 추가적 감원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돈 드러몬드를 위원장으로 한 온타리오 주 공공서비스
개혁위원회(Commission on the Reform of Ontario’s Public Services)가 설립되어, 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보건의료 및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촉진해줄 여러 가지
변화에 관해 조언하게 됩니다.

5. 우리는 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주요 공공서비스와 경제성장을 보호할 것입니다.
•

HST 를 인하하는 등의 다른 접근법은 교육 및 보건의료 예산의 삭감을 요하며, 이는 곧
우리 온타리오 주의 일반 가정과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Korean

교육의 보호

보건의료의 보호

전일제 유치원

유방암 검진 증강

 2011년 9월에 추가로 200개 학교에서
전일제 유치원이 실시되어 최고
50,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약 600개 학교에서 최고 35,000명의
아동에게 전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은 2014년 9월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약 247,000명의 아동과 그 가족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정원 증원
 2015–16년도까지 온타리오 주 내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의 정원이 60,000여 명
증원됩니다.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자격 있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유방암 검진 수혜자를 추가로 90,000명
늘림
 발병 위험이 높은 여성을 비롯하여 더
많은 여성이 혜택을 누리도록 검진
프로그램 확대

정신건강 전략
 정부는 우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종합 정신건강 및 중독
전략(Mental Health and Addictions Strategy)에
투자합니다.
 보다 통합적이고 대응적인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약제 서비스 확대
 온타리오 주 의약품급여 프로그램(Ontario
Drug Benefit Program) 수혜자에 대한 약제
서비스 및 지원 확대 – 처방 후속 진찰
등에서 고령자 및 기타 주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