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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더 밝고 더 튼튼한 내일을 위해 오늘 더 강력한 온타리오 주를 건설
2014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의 골자는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현대적
대중교통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타리오 주 주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2017-18 년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뉴스

2014 년 7 월 14 일

온타리오 주는 오늘과 내일을 위해 기회와 안정을 증진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harles Sousa 재무장관(Minister of Finance)이 오늘 상정한 2014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은
고숙련 노동력에 투자하고, 현대적 인프라 및 수송망을 구축하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풍토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2014 년도 예산안은 장기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획, 즉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출
관리를 통해 2017-18 년도까지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2014 년도 예산안에 밝혀져 있듯, 모든
지역의 주민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더 확실한 안정을 확립하는 동시에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한편 온타리오 주 주민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전략적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의 재능 및 기술 증진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주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오늘과 내일의 근로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줄 투자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재능 있는 노동력은 투자 유치 및 지속적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다. 2014 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온타리오 주 주민의 강점을 더욱더 강화한다:


온타리오 주의 모든 어린이에게 최선의 삶의 출발을 보장해주기 위해, 올 가을에 종일제
유치원(Full-Day Kindergarten)의 단계적 시행을 완료하고 아동 보육 현대화 및 안정화를 위해
투자한다.



어린 학생들이 21 세기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학교 교실
기술에 투자한다.



최고 260,000 명의 젊은이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줄 학위 또는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주 등록금 30% 할인(30% Off Ontario Tuition) 보조금을 제공한다.



더 많은 젊은이에게 직업시장에서 발판을 구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온타리오
청년고용전략(Ontario Youth Jobs Strategy)을 연장한다. 이 전략의 일환인
청년고용기금(Youth Employment Fund)은 이미 2013 년 9 월 이후 16,500 여 명의 젊은이가
직업 경험을 쌓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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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인프라 및 수송망 구축
온타리오 주의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체계, 병원, 학교 등 공공 인프라는 온타리오 주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곳의 하나로 만들어준다. 온타리오 주의 인프라
강점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2014 년도 예산안은 향후 10 년간 1,300 억 달러 이상을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 투자는 즉각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온타리오 주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내일의
고용 및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 대중교통, 도로 및 교량에 투자함으로써 온타리오 주 전역에 걸쳐 완전무결한
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10 년간 약 290 억 달러를 투입할 전용 기금 신설 – 이
기금은 토론토-해밀턴 광역권(Greater Toronto and Hamilton Area - GTHA)에 150 억
달러, 온타리오 주의 기타 지역에 약 140 억 달러가 투입되도록 인구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정된다.



환태평양 화산대(Ring of Fire)에 전략적 수송 인프라를 개발하고 북부의 경제 성장 및
고용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0 억 달러 투자



향후 10 년간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현대화를 위해 110 억 달러 이상 투자



향후 10 년간 주요 종합병원 확장 및 재건 프로젝트에 114 억 달러 이상 투자



포부와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 신설 또는 확장

협력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풍토 조성
온타리오 주의 다각적인 경제는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인프라, 성장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고숙련 노동력,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고 예측 가능한 법인세율에 의해 유지된다.
온타리오 주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풍토의 강점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해 2014 년도
예산안은 기업, 지역사회 및 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해주는 전략적 협력
관계에 투자하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제 무역사절단 등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 관계에 주력함으로써 수출을 증진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10 개년 25 억 달러 규모의 고용번영기금(Jobs and Prosperity Fund)을 발판으로
재계와의 전략적이고 고용창출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한다. 이 기금을 통해 온타리오
주의 전통 산업 및 신흥 산업은 국제적 신규 투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의
지역사회가 이득을 누리게 된다.

노후생활 안정 확립
온타리오 주는 근로자 가정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온타리오
퇴직연금계획(Ontario Retirement Pension Plan - ORPP)을 신설한다. 캐나다 연금계획(CPP)
급여와 병행 지급되는 ORPP 급여는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것이다. ORPP 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과 연동하고 퇴직 후 평생 지급되는, 예측 가능한 소득흐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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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연금이 없는 3 백만여 온타리오 주 주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고용인과
고용주가 공정하고 동등한 기여액을 납부한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OMERS 의 CEO 를 역임한 바 있는 Michael Nobrega 가 그
시행을 맡는다.



주민은 연금 급여로 노후에도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온타리오 주는 장기적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연금 전문가, 캐나다의 다른 주들, 기업 및 근로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된다.

기회 창출과 공정한 온타리오 주 확립
정부는 온타리오 주의 성공이 모든 주민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안다. 2014 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더한층 촉진하는, 더욱더 공정한 온타리오 주를 건설한다:


소득 지원을 개선하고 노동력 진입 장벽을 줄이기 위한 사회복지 체계의 지속적 개혁



2014 년 6 월 1 일자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1 로 인상한 후, 근로자가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과 연동하게 하는 법안 상정



2015 년 12 월 31 일 이후 주거용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부채상환부담금(Debt Retirement
Charge)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주거용 전기요금이 연간 약 $70 줄어들게 하기 위한 계획



발달장애 성인 및 지역사회 서비스 부문 일선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보조주택 및 지역사회 보호 부문의 간병사와 일선 아동보육사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지원 제공



모든 아동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온타리오
아동급여(Ontario Child Benefit)가 물가와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동 급여 인상

재정수지 균형 방안
정부는 2017-18 년도까지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2014 년도 예산안은 책임감 있는 지출 관리와
새로운 성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정부의 모든 부문의
투명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감독하게 될 신임 국가재정위원장(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의 지원에 힘입어, 온타리오 주는 균형예산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불경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2014 년도 예산안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들어 있다:


은퇴하는 TD Bank Group 의 Ed Clark 그룹사장 겸 CEO 가 이끄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의 주도 하에 온타리오 주의 자산으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도출한다.



캐나다에서 제도지출이 가장 적은 주정부로서의 위치를 고수한다.



지난 5 년간 매년 예상보다 적은 제도비용을 이끌어낸 방식을 고수하여 지출을 관리한다.



사람, 인프라, 기업 협력관계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오늘과 내일의 성장을 촉진한다.



온타리오 주의 납세자 중 최고 2%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인상하고 그 나머지 98%에 대한
세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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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튼튼한 캐나다 건설
온타리오 주는 연방에 대한 순 재정기여자로서 연방정부에 공정한 재정적 처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올해 연방정부가 온타리오 주에 지원한 자금은 6 억 4 천 1 백만 달러 감소된 수준으로,
독립적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회예산처장(Parliamentary Budget Officer)까지도 이는
불공정한 처우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온타리오 주는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공정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국가 및 주 차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해 연방정부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2014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은 국가 및 주 차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환태평양 화산대의 자원 잠재력 개발



온타리오 주 주민의 퇴직저축 확대 및 확립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도로 및 대중교통 체계 건설

2014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은 일자리가 더 많고, 기회가 더 많고, 미래가 더 안정된 튼튼한
온타리오 주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을 제시한다. 2014 년도 예산안은지금 당장의 기회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안정으로 온타리오 주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것이다.

인용
“우리 정부의 예산안은 온타리오 주 주민에게 더 밝고 더 튼튼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이
예산안은 온타리오 주 전역의 모든 주민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더 확실한 안정을
확립한다. 온타리오 주 주민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계획을 맡겼으며, 이제 우리는 전진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 훈련에 투자할 것이다.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각 지역사회를 신설 도로 및 고속도로와 연결할 것이다. 기업과
협력하여 보수 좋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퇴직자를 위해 더욱더 확실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밑바탕은 2017-18 년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노력이다.”
— Charles Sousa 재무장관(Minister of Finance)
요약


온타리오 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새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2009 년 6 월의 불경기 이후, 온타리오 주에 458,000 개의 새 일자리(순 고용)가 창출되었다.



2009 년 6 월 이후 온타리오 주의 고용 창출 속도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회원국 평균, 그리고 캐나다의 다른 주들보다 앞서는 것이다.



온타리오 주는 1 인당 제도지출이 캐나다에서 가장 적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1 인당 총 세입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온타리오 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수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owat Centre 의 2013 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주민은 2009-10 년도(최근
자료상의 연도)에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것보다 110 억 달러나 더 많이 납부했다. 이는
온타리오 주 주민 1 인당 약 $850 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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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푼이라도 값지게 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온타리오 주 공공서비스
개혁위원회(Commission on the Reform of Ontario’s Public Services)의 권장안(드러먼드
보고서 - Drummond Report) 중 80% 이상을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General Motors 지분과 온타리오 주 내 몇몇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여 공공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 주민을 위해 더 높은 수익 및 세입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요 주정부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자산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Government Assets)를 설립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및 수송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항공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 세금은 2014 년 9 월 1 일에 리터당 1 센트 인상되고 2015 년, 2016 년 및
2017 년 4 월 1 일에 매년 리터당 1 센트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급여 및 수당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면서도 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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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2014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 보기
시정연설문 보기
2014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 하이라이트 보기
2014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 관련 배경 정보:


역동적 기업 풍토 조성과 고용



현대적 인프라 구축



공정 사회 촉진



온타리오 주 주민을 위한 깨끗하고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에너지



온타리오 주 경제 전망 및 재정 계획



온타리오 주 주민에 대한 연방정부의 부족한 재정 지원



온타리오 주의 노후생활 안정 강화



2014 년 5 월 1 일에 상정된 예산안과 오늘 날짜 예산안 사이의 차이점

언론사 문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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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Blodgett,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416-3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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