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의 발전 도모

2015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

온타리오 주는 온타리오 주를 유년기부터 은퇴기에 이르기까지
생활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며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된 플랜을 세웠다.

2015 년도 예산안:

온타리오 주의
발전 도모

이 플랜은 사람들의 재능과 기술에 투자하고, 도로 및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 기간시설을 구축하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하며, 온타리오 주 근로자가 확실한 은퇴 수입 기반을 가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은퇴 연금 플랜을 마련한다.
2014~2015 년도의 적자는 현재 109 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4 년
예산안의 예상치에 비해 16 억 달러가 향상된 수치이다. 신중한
재정 운용 및 사람들이 믿을 만한 프로그램과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더욱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액션을
비롯하여 온타리오 주는 2017~2018 년도까지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5 년도 온타리오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모든 온타리오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넓히고 번영을 보장하는 우선적인 투자를 통해 온타리오
주의 발전을 도모한다.

자세한 내용 보기:
ONTARIO.CA/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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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의 발전 도모

온타리오 주는 10 년에 걸쳐 공공 기간시설에 1,300 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전례 없는 투자를 할 계획이다. 정부 자산 최적화 플랜의
예상보다 높은 수익금으로 인해 온타리오 주는 온타리오 주
발전(Moving Ontario Forward) 전용 기금을 26 억 달러 늘리고,
10 년 동안 총 315 억 달러를 늘릴 예정이다.

기간시설:
온타리오 주 역사상
최대 투자 부문

•

광역 토론토 및 해밀턴 지역(GTHA: Greater Toronto and
Hamilton Area)의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약 160 억 달러

•

GTHA 외부 지역의 운송 및 기타 우선적인 기간시설
프로젝트에 약 150 억 달러

온타리오 주는 2015 년과 2016 년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부흥에 도움이 되는 도로, 교량, 대중교통, 상수도, 병원 및 학교와
같은 기간시설에 119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온타리오 주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대중교통, 운송, 기타 우선적인 기간시설 프로젝트의 트릴리엄
트러스트(Trillium Trust)를 통해 얻은 순 수익금을 온타리오 주의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고무하는 데 재투자하는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플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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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 One 소유권 확장을 통해 영구적인 공공 이익 및
지속적인 공공 안전 환경 구축

•

입지가 좋은 여러 부동산 매매 자산 검토

자세한 내용 보기: Ontario.ca/budget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상과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타리오 주 기업의 성공 및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온타리오 주 정부는 다음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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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더 많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자리 및 번영 기금(Jobs and Prosperity Fund)에
추가 2 억 달러 투자, 10 년 동안 총 27 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격을
임업 부문까지 확장

•

온타리오 주의 스타트업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 지식 및
네트워크를 가져올 경험이 풍부한 고위 비즈니스 리더 그룹을
모집하는 새로운 혁신 이니셔티브 생성에 참여

•

2016 년 3 월 이후까지 일자리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적격한 대규모 북부 산업 시설을 위한 지속적인 전기 요금 지원

•

퀘벡 주와 협력하여 지역 거래 및 투자 증대

온타리오 주의 발전 도모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개발

주정부는 다음을 통해 미래의 탄탄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날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적합한 기술을 쌓고 적합한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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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적 학습 파일럿 프로그램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스쿨 및 정규 유치원에서 고등 교육 및 기술 도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기술 훈련의 지속적인 개선

•

향후 2 년 동안 온타리오 주 청년 일자리 전략(Ontario Youth
Jobs Strategy)에 2 억 5 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청년 고용
프로그램의 총 투자 규모를 5 억 6,500 만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확장

•

온타리오 주 학생 지원 프로그램(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의 현대화를 통한 학생 재정 지원 강화

자세한 내용 보기: Ontario.ca/budget

번영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온타리오 주민이 그들이
가진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정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정 사회:
온타리오 주에서
생활하기
및 일하기

•

성인 온타리오 주 워크(Ontario Works) 수여자 및 온타리오 주 장애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수혜 장애인들을 위한
온타리오 주 사회복지금을 1% 더 인상. 최저 수입을 받고 있으며 자녀 없이
혼자 사는 온타리오 주 워크(Ontario Works) 대상 성인은 추가 보충금을
받게 된다.

•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의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연간 투자
금액을 2015~2016 년도에 1,400 만 달러로 시작하여 2016~2017 년도에
2,100 만 달러에 육박한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이 목표인 청년 액션
플랜(Youth Action Plan)의 다음 단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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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용납 못함: 성폭력 및 성추행 방지를 위한 액션 플랜(It’s Never Okay:

•

연간 평균 5%, 즉 향후 3 년 동안 7 억 5 천만 달러 이상 투자를 늘려 가정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

직장 연금 플랜 강화 및 2017 년도 온타리오 주 은퇴 연금
플랜(Ontario Retirement Pension Plan) 도입을 추진하여 근로 활동을
하는 온타리오 주민이 더욱 안전한 은퇴 후 미래를 보장받도록 지원

An Action Plan to Stop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을 통해 성폭력
및 성추행을 방지하고 피해 생존자들의 지원 개선

온타리오 주의 발전 도모

온타리오 주는 지출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가능한 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모든 온타리오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회를 넓히고
번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책임감 있게
확실히 관리

7

•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 검토

•

증거에 기반하여 선택의 효율성 개선 및 성과 향상

•

전반적인 주변 검토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모색

•

다년에 걸친 접근법을 통해 프로그램 비용 절감 기회 모색

•

단체교섭 프로세스를 통해 타결된 적절한 수준의 임금 인상분을
절감한 비용으로 상쇄

자세한 내용 보기: Ontario.ca/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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