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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은 현재와 미래의 회복력 있는 경제를 위한 계획을 제공합니다. 

토론토 — 오늘, Peter Bethlenfalvy 재무장관은 2023년 예산: 강력한 온타리오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강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오늘날 사람과 기업을 돕기 위해 책임있고 목표 

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의 경제는 여전히 탄력적이지만 앞에 놓여있는 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라고 

Bethlenfalvy 장관은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갈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타리오를 건설해서 온타리오주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과 

미래를 위한 강력한 경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계획은 비용을 낮추고,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더 빨리 건설하고, 기업과 가족 및 근로자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핵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현지 제조업체가 비용을 낮추고, 근로자에게 투자하고,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의 환급 가능한 Corporate Income Tax(법인 소득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Ontario Made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온타리오산 제조 투자 세액 공제)을 

실시합니다. 

• 온타리오 기반의 전기 자동차(EV)와 배터리 제조를 포함하여 Northern Ontario의 산업, 자원 및 

근로자와 Southern Ontario의 제조 간의 더 나은 공급망 연결을 지원하는 온타리오의 중대 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전시킵니다. 정부는 더 많은 회사가 잠재적인 광물 매립지를 

찾고, 이 성장하는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소규모 탐사 

프로그램(Ontario Junior Exploration Program)에 2023~24년에 300만 달러와 2024~25년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합니다. 정부는 또한 Ring of Fire로 이어지는 도로 건설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 온타리오주 St. Thomas에 EV 배터리 제조 시설을 설립한다는 Volkswagen AG 자회사의 최근 

발표 이전에, 온타리오를 EV 공급망의 글로벌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EV 배터리 및 배터리 재료 공급업체로부터 16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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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Bradford Bypass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 Kitchener와 Guelph 간의 새로운 Highway 

7의  다음 단계 건설, Pickering에서 Eastern Ontario까지 Highway 401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공사 뿐 아니라 계속해서 Highway 413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도로 교착 상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들을 연결시킵니다. 

• 민간 부문 전문성을 활용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접근하기 쉽고 유연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노조 교육실을 포함한 교육 센터 확대를 위해 2023~24년에 기술 개발 기금(Skills Development 

Fund)에 새로운 자본 투입으로 2억 2,4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 숙련된 기술 분야의 수요가 많은 전문가를 포함하여 더 많은 숙련공을 주에 유치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추가 2,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온타리오 이민 후보자 프로그램(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을 강화합니다.  

근로자를 위해 일하고, 비용을 낮추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온타리오 계획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핵심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Toronto와 Peel에 공사하는 두 지역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고, 다음 단계의 승인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96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Runnymede Healthcare Centre의 

First Responders Wellness and Rehabilitation Centre(응급요원 건강 및 재활 센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상해 및 동시에 발생되는 다른 정신 건강 장애를 겪는 최초 대응자를 위한 충분한 

치료를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Guaranteed Annual Income System (GAINS-보장 연간 소득 시스템) 프로그램을 확장하도록 

변경하는 제안을 통해 더 많은 고령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2024년 7월부터는 

100,000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적격이 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혜택을 조정받게 됩니다. 

•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택 가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신규 대규모 임대 목적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Harmonized Sales Tax (HST-통합 판매세)를 연기해 줄 것을 연방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개발을 장려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온타리오는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Homelessness Prevention Program) 및 원주민 지원 주택 

프로그램(Indigenous Supportive Housing Program)으로 지원 주택에 매년 2억 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노숙을 겪거나 그럴 위험에 처한 사람,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을 돕고, 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단체를 지원합니다.   



• 3년에 걸쳐 3,3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더 많은 온타리오 학생들이 의사가 되도록 

지원하여, 2023년부터 100명의 학부 정원  뿐 아니라 2024년이후로 국내외에서 교육을 받은 

온타리오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졸업후 의학 훈련의 자리 154석을 추가합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또한 주 내의 의과대학 학부 입학에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받게될 것입니다. 

• 2023년 가을부터 약사가 경증에서 중증의 여드름, 구내염, 기저귀 피부염, 효모 감염, 요충, 

임신 중 메스꺼움 및 구토를 포함하여 보다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보건부의 기금이 지원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본 기금 

5% 인상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에 연결시켜주기 위해 3년에 

걸쳐 4억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2022년 예산 약속은 계속해서 이행됩니다. 정부는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 

인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거의 3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요율 인상 지원을 포함하여, 

2023~24년에 최대 5억 6,900만 달러의 기금 조성을 위해 현재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또한 가사 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더 쉽고 

빨리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 청소년이 생활 기술 개발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고등 교육과 훈련 및 

취업의 길을 찾도록 지원하는 차렷, 준비, 시작(Ready, Set, Go)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3년에 

걸쳐 1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아동 복지 시스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결과를 개선합니다  .  

"사려 깊고 투명한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온타리오 전역의 가족, 근로자 및 기업에 지원하면서도 

예산 균형을 맞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Bethlenfalvy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이 주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온타리오를 건설하는 이 접근 방식인,  강력한 

온타리오”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지난 예산에서 예측한 것보다 3년 빠른 2024~25년에 예산의 균형을 맞출 계획과 함께, 

온타리오의 경제 및 재정 전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 

• 온타리오의 2022~23년 적자는 22억 달러로 2022년 예산에 발표된 전망보다 177억 달러가 낮고, 

2022~23년 3분기 재정에 발표된 전망보다는 44억 달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2023~24년 예산에 13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에서 예측한 

것보다 3년 빠른 2024~25년에는 2억 달러의 흑자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2025~26년에 44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중대한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 온타리오의 실질 GDP는 2022년에 약 3.7%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0.2%, 2024년에는 1.3%, 

2025년에는 2.5%, 그리고 2026년에는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한 재정 계획으로, 

이러한 예측은 민간 부문의 평균 예측 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2022~23년에 37.8%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1~12년 이후 최고로 낮은 

수준입니다. 중기적 전망에서 보면, 온타리오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현재 2023~24년에 

37.8%이며 2024~25년에 37.7%, 2025~26년에는 36.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자원 

2023년 예산:강력한 온타리오 건설 읽기  

정부 계획 핵심 사항 읽기 

경제 및 재정 개요 읽기 

2022년 온타리오 경제 전망 및 재정 검토 — 온타리오 건설 계획:진행 상황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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