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와 기회를
위한 계획
2018 년도 온타리오 예산: 10 가지 주요 사항
주 정부 예산은 의료 서비스, 보육, 홈 케어 및 정신 건강 부문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비롯, 주 전역에
걸쳐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HIP+를 통해 65 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
OHIP+를 통해 65 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하여 노인이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합니다. 온타리오 약품
혜택(Ontario Drug Benefit)의 연간 공제 금액과 공동 지불액을 제거함으로써
노인당 연간 평균 $240 을 절약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OHIP+ 확장 내용은
2017 년도 온타리오 예산에 포함된 25 세 미만 인구에 대한 무료 처방 의약품
도입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2.

보육 과정 증대, 더 많은 선택권
2.5 세부터 킨더가튼 이전 아동을 위해 양질의 프리스쿨 보육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은 한 아동당 평균 $17,000 을 절약하게 되고 이후
풀데이 킨더가튼의 혜택 또한 가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조기 교육이 어린이의
성적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3.

새 온타리오 약품 및 치과 치료 프로그램
새 온타리오 약품 및 치과 치료 프로그램(Ontario Drug and Dental Program)을
도입하여 처방 의약품과 치과비를 연간 80%까지 환불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직장 의료 보험 및 OHIP+ 또는 다른 주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개인당 최고 $400, 부부는 $600, 두 명의 자녀를 둔 4 인 가족의 경우 $700 까지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4.

새 노인 건강 가정 프로그램
새로운 노인 건강 가정 프로그램(Seniors’ Healthy Home Program)을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고령 노인들의
생활비를 감안하여, 75 세 이상 노인이 가장인 가구에 연간 $750 까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주택 유지비를 보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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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 좋은 병원, 더 나은 케어
2018-19 년도에 8 억 2 천 2 백만불을 투자하여 케어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대기 시간을 감소하며 시설 수용력 문제를 해결하고 온타리오의
증가하는 노령화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병원을 개선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10 년간 약 190 억불을 투자하여 병원을 건립하고 개조합니다.

6.

정신 보건 사안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 수 십만 명의 아동, 청년과 장년층이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에 더욱 편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향후 4 년간 총
170 억불을 지원하게 됩니다.

7.

노인을 위한 홈 케어
향후 3 년간 6 억 5 천만불을 투자하여 2.8 백만 시간에 상당하는 개인 지원 및
28 만 4 천 간호사 방문 사례를 추가하는 등 더 많은 홈 케어 및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발달 장애자를 위해 장벽 제거
발달 장애가 있는 4 만 7 천 명의 성인을 위해 18 억불을 투자하고 사회 지원
체계를 개혁하여 규칙과 규제보다는 사람에게 주력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선택과 자주성을 강화합니다.

9.

무상 교육으로 학생들을 지원
나이를 불문하고 22 만 5 천 명의 칼리지나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등록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등록금은 9 만불까지 소득을 버는 계층에게 무료이고 17 만 5 천불까지
소득을 기록하는 가정의 학생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10. 최저 임금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간당 $14 불 그리고 2019 년 1 월 1 일부터 $15 불로
최저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온타리오 전역의 1 백 2 십만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임금 인상이 실현됩니다. 또한, 향후 3 년간 좋은 일자리 및 성장
계획(Good Jobs and Growth Plan)을 통해 9 억 3 천 5 백만불을 새롭게 투자하여
온타리오 사업체 및 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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