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어와 기회를 

위한 계획 

온타리오의 경제적 재정적 초점 

주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 이후 매년 재정 목표를 달성해 왔으며, 2017-18 년에는 흑자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8-19 년도 초부터 주 정부는 온타리오 주민들이 의존하는 케어와 서비스에 

더 많이 투자하기로 선택하고 있으므로 GDP 의 1%보다 낮은 약간의 적자를 낼 것입니다. 이 예산은 

2024-25 년도까지 균형을 이룰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재정 관리의 긴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견고한 경제 성장 

 

 

균형 예산 

 

 

고용 증가 

2014 년 이후 온타리오의 

GDP 는 캐나다와 기타 G7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18 년도에는 6 억 불 

이상의 흑자를 예상하며, 

온타리오주 정부는 9 년간 

연속으로 재정 목표를 달성해 온 

것을 의미합니다. 

. 

최근 경기 침체 이후 온타리오의 

경제는 8 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했고 실업률은 

17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하루에 한가지 꼴로 500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온타리오의 재정적 전망 

주요 사항:  

• 향후 3 년간 의료 서비스, 홈 케어, 정신 건강, 보육 등 주민들이 의존하는 케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3 억 불을 새로 투자합니다.  

• 이러한 투자로 인해 2018-19 년도에는 67 억 불, 2019-20 년도 66 억 불, 그리고 2020-

21 년도에는 65 억 불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4-25 년도까지는 균형 예산을 달성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재정 관리의 긴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2018 년도 온타리오 예산 

 

재정부 

• 2017-18 년도 온타리오주는 정부의 개인당 프로그램 비용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통해 2018-19 년도 총 수익은 1525 억 불에서 2020-

21 년에는 1638 억 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필수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주 정부의 프로그램 비용은 2018-19 년부터 2020-

21 년까지 1459 억 불에서 1558 억 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을 조달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방식을 활용하면서도 서비스 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행을 조율하며 기존 자원을 재할당합니다.  

• 2021 년까지 실제 GDP 성장률은 평균 1.9%를 예상합니다. 

• 수출과 사업 투자가 온타리오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임을 전망합니다. 

온타리오의 채무 관리 접근방식 

대손 상각비에 대한 이자의 경우, 2000 년도의 수입 1 불당 15 센트에서 지금은 8 센트입니다.  

책임 있는 채무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정부는 다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25 년간 부채/재정수입 비율에 대하여 최저 이자율을 기록함으로써 주 정부가 

온타리오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수입분을 더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평균 300 억 불 이상의 지불 준비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주 정부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 정부의 채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장기 평균 상환기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타리오 채권에 

대한 증가한 수요와 저이자율을 활용합니다.  

• 대중교통 체계와 기타 친환경적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주요 수단으로 온타리오 

정부의 대출 과정의 일환인 녹색 채권(Green Bond) 프로그램에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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