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을 위한
일자리
2016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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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온타리오 주의 경제

온타리오 주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온타리오 주의 계획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 증명된다.
온타리오 주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전국 성장률보다 앞서고
있으며, 향후 2 년 동안은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온타리오 주는 2009 년도 불경기 이후 600,000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9 년 말까지 300,000 개가 넘는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여 10 년 동안 총 900,000 개가 넘는
일자리(순 고용)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16 년도 적자는 57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5 년도
예산안에서 예상된 것보다 28 억 달러 낮은 수치이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1617 년도 적자가 43 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2017-18 년도에 균형예산을 이룰 것이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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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 온타리오 주 주민을 위한
기회 창출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들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 온타리오 주 계획이 다음을 통해
주민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 년에 걸쳐 3 억 3,3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폐증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개선
장기 적정가격 주택 공급 전략(Long-Term Affordable Housing
Strategy)의 일환으로 3 년에 걸쳐 1 억 7,800 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 지원 개선
10 년 내에 만성적 노숙자 근절을 위해 노력
장기 전략을 통해 원주민 여성폭력근절
온타리오 주 생활보조 지원금(Ontario Works)을 수령하는
성인과 온타리오 주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회복지 지원금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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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을 더욱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2017–18 학년도부터 온타리오 주는 더 많은 학생들이 미래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온타리오 주의
계획을 통해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교육을 더 저렴하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현재 다음과 같이
미래의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가계 소득이 50,000 달러 이하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평균 수준인 경우 낼 필요가 없도록 하고 중산층
가정의 경우도 부담하는 금액이 더 저렴하도록 학생 지원 제도
개선
가계 소득이 83,000 달러 이하인 학생의 50% 이상에게 평균
등록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비상환성 보조금을 제공
가계 소득이 50,000 달러보다 낮은 학생들은
주정부 학자금 대출을 떠안지 않도록 지원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위한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 이용 기회
증진
성년 및 기혼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모든 학생들이 온타리오 주 등록금 보조금(Ontario Tuition
Grant) 제도보다 낫거나 이와 동등한 혜택을 얻도록 지원
3 년에 걸쳐 9,700 만 달러를 계속 투자함으로써 퍼스트 네이션,
메티스(Métis) 및 이누이트족 학생들을 위한 고등 교육 및 교육
기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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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편리한 일상생활 지원
온타리오 주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비용을 줄이고 편의성과 선택의
폭을 증진시킴으로써 온타리오 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루에 10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과하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종합병원 이용자를 위한 종합병원 주차료 인하
30 달러에 해당하는 Drive Clean 배기가스 배출 검사비 폐지
2016 년 1 월 1 일 기준 특별 사후처리충당금(debt retirement
charge - DRC) 폐지를 통해 일반 주거용 전기 이용자의 경우
매년 약 70 달러 절감
와인, 맥주, 사이다를 온타리오 주 전역의 식료품점에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와 선택의 폭 증진
950 만 명이 넘는 온타리오 주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
환경 보호 투자 기금(Green Investment Fund)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인하하여 약 37,000 개 가구가 가정에서 에너지 감사 및
개수를 실시하도록 지원
65~70 세의 적격한 노인에게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제공(170 달러 절감)
Regional Express Rail 을 구축하고 GO Transit 서비스를
개선하고 토론토 교통국에서의 PRESTO 교통 카드 시스템
배포를 계속함으로써 통근시간을 줄이고 이동이 더욱
편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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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온타리오 주의 계획은 다음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온타리오 주의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온타리오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12 년 동안 1,600 억 달러)로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여 매년 평균적으로 110,000 개가 넘는
일자리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청정 기술에 투자
10 년 동안 고용번영기금(Jobs and Prosperity Fund)에 27 억
달러를 투자하여 그때까지 16,000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세계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Going Global Export Strategy)에
첫 3 년 동안 3,0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
기업 성장 이니셔티브(Business Growth Initiative)에 5 년 동안
4 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온타리오 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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