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보도 자료

2016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

온타리오 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투자
2017–18 년도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균형예산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온타리오 주정부
뉴스

2016 년 2 월 25 일

오늘, Charles Sousa 재무장관(Finance Minister)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주정부 계획의
다음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는 2016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일자리를
발표했다. 2009 년 6 월 불경기 이후 600,000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온타리오 주는 2019 년
말까지 300,000 개가 넘는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어, 10 년 동안 총 900,000 개가 넘는 일자리(순
고용)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온타리오 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5 년도에는 2.5%, 2016 년도에는 2.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경제 성장률은 현재 전국 성장률보다 앞서고 있으며, 향후 2 년 동안은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온타리오 주 주민들은 경제 상황과 이것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온타리오 주 거주 가정과 기업들이 주정부의 계획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 계획이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와 보장을 구축하는 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종전보다 일찍 본 예산안을 발표하는 이유이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계획은 오늘날 혁신적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지향적인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와 인프라에 투자하여 온타리오 주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주정부는 주민의 재능 및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6 년도 예산안은 양질의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향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계획은 또한 온타리오 주 주민들이 더욱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계획은 2017-18 년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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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재능 및 기술에 투자
온타리오 주의 고학력 인력은 온타리오 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다.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날로 발전하는 경제 상황에서 성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타리오 주정부는 고등 교육을 위한 온타리오 주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투명하고 시기 적절하게
운영되며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간단하고 통합된 형태이며 선불 지급 방식의 보조금인 온타리오 주 학생
보조금(Ontario Student Grant - OSG)을 마련하여 2017–18 학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된 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수준의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등록금의 경우 가계 소득이
50,000 달러 이하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고, 중산층 가정의
경우도 부담하는 금액이 더 저렴해질 것이다.
가계 소득이 83,000 달러 이하인 학생의 50% 이상이 평균 등록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비상환성
보조금을 수여하게 되며, OSG 를 통해서는 현재 온타리오 주 등록금 보조금(Ontario Tuition Grant OTG)을 통해 수여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수여하게 될 것이다.
가계 연간 소득이 50,000 달러보다 낮은 학생들은 주정부 학자금 대출을 떠안지 않게 될 것이다.
주정부는 또한 성년 및 기혼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장하고 학부모 분담금을 축소하여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위한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 이용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제도에서보다 받게 되는 대출 금액이 낮아질 것이며, 최대 온타리오 주
학생지원제도(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 대출 한도는 고소득층 가정의 경우 연간
10,000 달러가 될 것이다. 온타리오 주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온타리오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인프라에 투자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재개발은 온타리오 주 경제 강화와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향후 10 년에 걸쳐 도로, 교량, 대중교통,
종합병원 및 학교에 1,37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14-15 년도부터 12 년 동안
1,600 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이며, 온타리오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공 인프라 투자이다. 이번
투자 계획을 통해 매년 평균적으로 110,000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타리오 주는 정부 소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시간을 두고 순조롭게 57 억 달러를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14 년도 예산안에서 원래 예상한 금액보다 26 억 달러 상승된
수치이다. 적격 자산 매각을 통한 순 수익 증가액은 모두 대중교통, 수송 및 기타 우선적인
인프라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트릴리엄 트러스트(Trillium Trust)에 투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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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 계획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비용 절감,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 활용, 기업의 세계 진출 지원, 금융 서비스 부문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또한 공동 경제 전략을 개발하고 주정부의 사회적 기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6 년도 예산안에서는 온타리오
주가 2017 년도에 탄소 배출 허용량을 경매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정부는
온타리오 주가 온실가스(GHG)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혁신적인 기업에게 보상을 하고,
저탄소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가계와 기업이 잘 협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program)를 계획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얻는 모든 수익금(2017 년
기준 19 억 달러 예상)은 환경보호 프로젝트 투자에 사용될 것이다.
주정부는 또한 지속적으로 온타리오 주의 고도성장, 혁신경제를 향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 억 달러 규모의 5 년짜리 전략인 기업 성장 이니셔티브(Business
Growth Initiative)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온타리오 주에서의 규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사업
운영 비용도 감축할 것이다.

더욱 탄탄한 노후생활 안정 보장
퇴직저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는 근로 활동을 하는 온타리오 주 주민들이
노후생활을 위해 저금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타리오 주 퇴직연금계획(Ontario Retirement
Pension Plan - ORPP)을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2020 년까지 모든 적격한 온타리오 주
근로자들이 이와 비슷한 직장 보험이나 ORPP 를 통해 보장을 받도록 하려는 목표를 훌륭히 달성해
나가고 있다. 성공적이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ORPP Administration Corporation 은
2017 년도에 고용주 검증 및 등록 프로세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8 년도부터 고용주와 고용인의
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동시에, 온타리오 주는 온타리오 주 고용인의 요구 사항을 국가적 체제 안에서 충족되도록 하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연방정부, 다른 주 및 지역과 협력하여
향후 퇴직자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연금(Canada Pension Plan – CPP)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주된 목표는 혹시라도 불가능한 경우 ORPP 시행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선된 CPP 체제 내에서 ORPP 의 목표를 충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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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 건설
온타리오 주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 독립적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변화하는 주택 관련 요구 사항에 맞는 유연한 이동식 수혜에 중점을
두고 온타리오 주 주택 공급 및 노숙자 지원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꾀하기 위해 장기 적정가격
주택 공급 전략(Long-Term Affordable Housing Strategy)을 개선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계속해서 특별 지원 전략(Special Needs Strategy)을 이행하여 특수하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집,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5 년에 걸쳐 자폐증 지원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해 3 억 3,300 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2016 년도에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전에 추진한 사회복지 투자를 기반으로 온타리오 주 생활보조
지원금(Ontario Works)을 수령하는 성인과 온타리오 주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지원금을 1.5% 인상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지원금이
가장 낮은 사람들(온타리오 주 생활보조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중 자녀가 없는 미혼)에게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매달 25 달러의 총 인상분(2012 년도에 수령한 금액보다 매달 100 달러가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함께 걷기: 원주민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장기적 전략(Walking Together: A Long-Term Strategy to End
Violence Against Indigenous Women)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캐나다 진실화해 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Canada)의 권고 사항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온타리오 주정부는
원주민을 위한 사회조건 및 경제적 기회를 개선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또한 온타리오 주민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더욱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계속해서 온타리오 주의 종합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점 사항으로는
종합병원 자금을 3 억 4,500 만 달러까지 늘리고, 주요 서비스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욱 통합적이며
팀 기반의 1 차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65~70 세의 적격한 노인에게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제공(약 170 달러의 지출액 절감)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상주 호스피스 및 말기 환자 간병에 추가적으로 7,500 만 달러(3 년에 걸쳐 총
투자 규모 약 1 억 5,500 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결 편리한 일상생활 지원
온타리오 주정부는 온타리오 주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잦은 이용자를 위한 종합병원 주차료 인하, 30 달러에 해당하는 Drive Clean 배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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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검사비 폐지, 전기 및 에너지 비용 지원,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및 공공 서비스를 더욱 간편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 사용 등이 포함된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맥주 판매를 식료품점까지로 책임감 있게 확대함으로써 온타리오 주 주민들의
선택의 폭과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며, 이제 와인 판매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6 년도 가을에는
온타리오 주에서 최대 70 개의 식료품점이 와인, 맥주 및 사이다 판매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와인의 경우, 결국 최대 300 개의 식료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탄탄한 재정 관리
온타리오 주정부는 현재의 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경제와 사람,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하며 번영한 저탄소 미래를 위해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온타리오 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상황은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균형 있고
장기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5-16 년도에 57 억 달러(2015 년도 예산안 전망과 비교하여 28 억 달러,
2015 년도 온타리오 주 경제 전망 및 재정 평가 (2015 Ontario Economic Outlook and Fiscal Review)에
나와 있는 목표와 비교하여 18 억 달러 향상)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또한 103 억 달러 규모의 2014-15 년도 적자에 비해 46 억 달러 향상된 수치이다.
온타리오 주는 7 년 연속으로 적자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있다. 재정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함으로써 온타리오 주의 누적 적자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예상되는 적자보다
300 억 달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2015 년도 예산안 전망과 비교하여 5 억 달러 향상한 것을 반영하여 201617 년도 적자를 43 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또한 2010 년도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계획된 적자 해소 계획의 결과로 2017-18 년도까지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온타리오 주의 부채 관리에서 뛰어난 지속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 부채가 2015-16 년도에 39.6%로 정점을 찍고
2016-17 년도에서 평탄한 수준을 유지한 후 2017-18 년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온타리오 주는 2018-19 년도에는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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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온타리오 주의 경제 계획은 오늘날 혁신적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지향적인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와 인프라에 투자하여 온타리오 주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 계획에서는 양질의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민들의
재능 및 기술과 일자리를 얻고 향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한다. 이 계획은 또한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들이 더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Charles Sousa 재무장관(Minister of Finance)

요약
 온타리오 주의 2015 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전국 평균보다 앞서는
수준이다.

 온타리오 주는 핵심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종합병원에 자본 보조금 명목으로
10 년에 걸쳐 120 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타리오 주에서 약 35 개의 대형 종합병원
프로젝트가 현재 건설 중에 있거나 각각 다양한 기획 단계 중에 있다.

 온타리오 주는 고등 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탄탄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 보조금 명목으로
10 년에 걸쳐 30 억 달러를 제공한다.

 온타리오 주의 고학력 인력은 온타리오 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다. 2014 년도에 온타리오
주 성인 중 66%가 고등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는 2002 년도 56%보다 상승한 수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에 가입한
어느 회원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16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 수립과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 전역에 걸쳐 예산안을 수립하기 전에 협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0 회에 걸친 예산
수립 전 회의(13 개 도시, 총 참여 인원 700 명 이상)를 진행했으며, 2 회의 전화 시의회를
실시하여 52,000 명이 넘는 온타리오 주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했고, 500 개에 가까운 서면
의견 제출서를 수령했으며 Budget Talks 웹 사이트를 통해 6,500 명이 넘는 이용자들과 온라인
협의를 진행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2016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 읽어보기


예산 시정연설문 보기

 2016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안 관련 배경 정보 보기:


고등 교육 이용 기회 증진



내일을 위한 인프라 지금 건설



경제 성장 및 내일을 위한 일자리 창출

페이지 | 6

2016 년도 온타리오 주 예산



저탄소 경제에 투자



한결 편리한 일상생활 지원



온타리오 주 경제 전망



온타리오 주 재정 전망



의료보험 혁신



전기 비용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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