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튼튼한 재무관리는 이익배당을 창출합니다
2016년도 균형예산 하이라이트

지속적인 균형예산 달성 

및 꾸준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B.C. 주는 세계 

각지에서 부러워할 만큼 

튼튼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서 저희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신규 

투자 및 투자 증액을 

집행함으로써 생활비를 

최대한 낮추고, 주택 

가격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을 시행합니다. 

견실한 재무관리와 

운영부채 감소를 위한 

저희의 노력은 B.C. 주 

주민들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honourable  
michael de jong, q.c. 
재무장관

4년 연속: 균형예산 달성

B.C. 주는 2015–16년도에 3억7,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재무 계획 3개년 모두 약간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으며, 3년간 신규 

증분지출 16억 달러 및 보건의료 부문 연 3% 투자 증액이 예상되는데, 이 중 약  

5억 달러는 운영부채 청산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에 의하여 상쇄됩니다. 저희는 

2013–14년도 이후 직접운영부채를 22억 달러 줄였으며, 현 회계연도 말에는 

직접운영부채가 30여 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1975년 이후 최초로 

운영부채가 완전히 청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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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도 캐나다 전체 적자

2018–19년도에는 직접운영부채가  
1984-85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균형예산 복귀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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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20년도에는 

직접운영부채가 완전히 청산될 수 있습니다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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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력 개선

모든 B.C. 주 주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은 

주택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합니다:

부동산양도세(PROPERT Y TRANSFER TAX): $750,000 이하 신축 주택은 

완전 면세, $800,000 이하 주택은 부분 면세를 적용하여 주택 구매자에게 

최고 $13,000를 절감해줍니다. 이 새로운 신축 주택 면세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공정시장가격에 대한 부동산양도세를  

2%에서 3%로 인상함으로써 상쇄됩니다. 

 

 

 

 

 

 

 

서민 주택: 중저소득자를 위한 2,000여 채의 신축 서민 주택에 대해 BC 주 

주택관리위원회(BC Housing Management Commission)에서 5년간 3억  

5,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임대주택: B.C. 주에 서민 주택을 더 많이 짓기 위해 각 지자체 및 지역사회 

집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협력계획 (Community 

Partnership Initiatives) 프로그램은 비영리단체에 조언 및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여 서민 주택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3,300여 채의 서민 주택 신축에 

기여합니다.

데이터 수집: 올여름부터 모든 부동산 구매자는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여부를 밝히고, 아닐 경우에는 본국을 밝혀야 합니다. 이 개정은 B.C. 주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개량세액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자택에서 

더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개량에 대해 연간 최고 $1,000를 지원합니다.

팔림

$13,000  
감소

확대: 훈련교육저축보조금 
(TRAINING  
AND EDUCATION 
SAVINGS GRANT)

2013년에 저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적격 B.C. 주 아동의 

공인교육저축계획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에 대해 

$1,200의 1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BC 주  

훈련교육저축제도(BC 

Training and Education 

Savings Program)를 

도입했습니다. 더 많은 

부모 및 가정이 자녀 

교육을 위한 저축을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은 2015-16년도에  

3,900만 달러를 지원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포함되도록 

동 제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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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P 개정은 홀어버이 
가정의 생활비 절감을 
돕습니다

MSP 의료보험료 계산에서 

이제 모든 아동이 

제외됩니다. 가정의 

구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책은 홀어버이 가정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여, 

2016년에 비해 많게는  

월 $72 줄어듭니다.

각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의료서비스계획(Medical Services Plan - MSP) 

의료보험료 조정 및 의료보험료 지원 강화는 저소득 가정, 개인 및 고령자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모든 아동에 대한 MSP 보험료가 면제되어  

약 7만 가구의 홀어버이 가정이 직접적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동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면제하고 의료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추가적으로 

335,000명의 주민이 의료보험료가 줄고, 추가적으로 45,000명이 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가정, 고령자 및 개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 강화

                                                                   연소득 $40,000, 2자녀 홀어버이의 경우, 최고 $1,224/년 절감 

                                                    연소득 $37,000, 1자녀 홀어버이의 경우, 최고 $1,056/년 절감.

                                                                   연소득 $43,000, 2자녀 부부의 경우, 최고 $648/년 절감.

                                연소득 $43,000, 고령자 부부의 경우, 최고 $480/년 절감.

                                                                                  연소득 $37,000, 부부의 경우, 최고 $480/년 절감.

                                                연소득 $37,000, 독신 고령자의 경우, 최고 $324/년 절감.

                                                                                          연소득 $34,000, 독신 성인의 경우, 최고 $480/년 절감

2017년 1월 1일 발효(예는 순 가구소득 기준임)

시골 지역에 대한 지원

시골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그 경제의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골지역이익배당 

프로그램(Rural Dividend Program) 하에 3년간 7,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BC 주 교통공사(BC Transit) 운영 지역의 서비스 

확장에 7백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인구 25,000 미만 지역사회의 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2자녀 홀어버이

구 MSP 시스템:                        $150  
(2016년도 월 의료보험료)

신 MSP 시스템:                          $78  
(2017년도 월 의료보험료)

차이: $864/연 
절감

1자녀 홀어버이

구 MSP 시스템:                       $136  
(2016년도 월 의료보험료)

신 MSP 시스템:                          $78  
(2017년도 월 의료보험료)

차이: $696/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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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급여  
증액: 그 의미

B.C. 주를 장애인에 대해 

가장 진취적인 주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은  

3년간 1억7,000만 달러를 

제공하여 장애인 소득 

보조금을 증액합니다. 

2016년 9월 1일자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장애보조금이 월 최고  

$77 인상됩니다.

B.C. 주의 최취약층을 지원합니다

보건, 안전 및 복지에서 양질의 사회복지 제도 및 서비스에 의존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주민을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은 아동가정개발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및 사회개발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에 향후 3년간 추가 지원금 6억7,3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취약 아동 및 가정을 지원하고 플리커스 보고서(Plecas report)상의 
권장안을 시행하기 위한 2억1,700만 달러

» 임시 소득 보조, 장애 지원 및 관련 부가 급여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2억8,600만 달러 - BC 주 지역사회생활(Community Living BC) 
지원금 3,600만 달러 포함

» 장애인 소득보조금 증액을 위한 1억7,000만 달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는 역동적인 B.C. 주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16년도에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 총기 및 갱(Guns and Gangs) 전략을 위한 500만 달러

» 산림연료 관리를 통한 산불 방지 및 완화, 조림, 서식지 복원  
등을 담당하는 신설 단체 BC 주 산림진흥협회(Forest Enhancement 
Society of BC)의 설립을 위한 8,500만 달러

» 지역사회산불보호계획(Community Wildfire Protection Plans) 
하의 전략적산불방지계획(Strategic Wildfire Prevention Initiative), 
파이어스마트 계획활동(FireSmart Planning Activities), 연료관리 
프로젝트(Fuel Management Projects) 등을 위한 1,000만 달러

» 제방 개량, 홍수 보호 등의 비상 대책 및 예방 계획을 위한 5,500만 달러

» 자원봉사 지상 수색 및 구조 단체의 훈련, 행정 지원 및 장비 갱신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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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증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예산

2015/2016년도 대비 3년간 
총 증가액:  

$32억 
 

($백만)

2016/17년도 2017/18년도 2018/19년도

$19,065

$17,445 재발표된 
2015년도 예산 기준

$17,968

$18,505

$537

$560

$523 $523

$1,060

미래의 노동력에 투자합니다

2024년에는 전체 일자리의 78%가 고등교육 및 훈련을 요하게 됩니다.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은  

 ‘직업청사진을 위한 기술(Skills for Jobs Blueprint)’ 의 일환으로 청년 기술직 훈련에 

3년간 8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에 따라 더욱더 많은 젊은이들이 나날이 

성장하는 B.C. 주의 제반 산업에서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농민을 위한
신규 세액공제

빈곤한 사람들을 돕거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을 

제공하는 공인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격 농산물의 

공정시장가격의 

25%에 상당하는 

농민식품기부세액공제

(Farmers’ Food Donation 

Tax Credit)가 지급됩니다.

푸드뱅크

세액공제

인프라 지출

24% – 보건

21% – 대학 교육

14% – 교육

15% – 기타(BC HOUSING 포함)

26% – 수송

3년간 납세자 지원  
자본지출 총액 $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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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AAA 신용 등급

우리 B.C. 주의 재정적 

절제와 견실한 경제 

성장은 신용 평가 

기관들에게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B.C. 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Moody’s 및 

Standard & Poor’s로부터 

AAA 신용 등급 및  

‘안정적 전망’ 평가를 

받고 있는 주입니다.

B.C. 주의 낮은 GDP 대비 부채 비율에 힘입은 AAA 등급

납세자 지원
GDP 대비 부채 비율(센트당)

자료 출처: 각 지역 최근 분기 
업데이트상의 2015/16년도 예상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센트당 17.4)

캐나다(센트당 31.0)

온타리오 주(센트당 40.2)

퀘벡 주(센트당 55.0)

– 최고 등급

» 궁극적으로 B.C. 주의 부채를 청산한다.

» 보건의료, 교육, 수송, 가정 지원, 그리고 B.C. 주에 미래의 이득을  
줄 기타 우선 사업에 투자한다.

» 후세를 위해 오늘날의 번영의 일부를 보존한다.

내일을 위한 저축: BC 주 번영기금 
(BC PROSPERITY FUND)

2016년도 예산안은 BC 주 번영기금의 설립을 위해 2015–16년도 예상흑자로부터 

초기 투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 장기적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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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투자를  
촉진합니다

B.C. 주의 소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소기업벤처자금세액공제

(Small Business Venture 

Capital Tax Credit) 예산이 

500만 달러 증액됩니다.

전세계에 문호를 개방합니다

B.C. 주 수출의 약 36%가 대아시아 수출입니다

2015년도 주별 평균 수출 비율

자료 출처: BC 주 통계청(BC STATS)

기타 
15.6%

아시아 
4.0%

미국 
80.4%

기타 
12.0%

기타 아시아  
지역 9.1%

미국 
51.9%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아시아 
6.3%

기타 
6.5%

미국 
87.2%

앨버타 주

일본 
10.1%

중국 
16.9%

국제 해양 센터: 국제 해운 회사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업체 및 일자리들을 

B.C. 주에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은 2년째 1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AAL이 해양 센터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밴쿠버에 지사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대인도 협력 강화: 인도에서의 B.C. 주 목재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저희는 당해 재정 계획에서 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신흥시장의 하나인 인도에서 B.C. 주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생산 목제품 공급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공우주 투자: B.C. 주의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고 B.C. 주에 더 많은 글로벌 

사업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은 3년째 최고 1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합니다.



2016년도 주별 주세 비교

BC AB SK NL ON PEI MB NS QC

$7,828

$12,695

$8,106

$11,155

$19,911

NB

$11,897

판매세: $1,114

순 탄소세: $186

순 부동산세: $1,429

주 소득세: $3,982

2016년도 총 BC 주 세금 명세: $7,828

총
 주

세

의료보험료: $900

연료세: $218

미혼자 개인
소득 $80,000

$14,164 $14,344

$12,311 $12,354

2016년도 주별 주세 비교

AB SK BC ON MB NB PEI QC

$3,911

$8,724 $8,823$8,280$8,153$8,093

$6,446

$5,322

NL

$8,225
$9,250

NS

의료보험료: $1,800

판매세: $1,234

순 탄소세: $208

순 부동산세: $2,352

주 소득세: $635

2016년도 총 BC 주 세금 명세: $6,446

총
 주

세
연료세: $218

맞벌이 4인 가정
소득 $60,000

2016년도 주별 주세 비교

AB BC NL MB PEI NS QC

$14,197
$12,992$12,956

ON

$13,253 $13,729

$9,716

SK

$10,107

$12,652

$7,821

$17,914

NB

맞벌이 4인 가정
소득 $90,000

의료보험료: $1,800

판매세: $1,514

순 탄소세: $236

순 부동산세: $3,444

주 소득세: $2,504

2016년도 총 BC 주 세금 명세: $9,716

총
 주

세

연료세: $218

2016년도 주별 주세 비교

MB AB BC ON SK NL NS NB QC

$2,894

$4,384

$3,680
$3,552$3,320

PEI

$4,298

고령자 부부
동등한 연금

소득 $30,000

순 탄소세: -$57

판매세: $858

순 부동산세: $2,077

연료세: $145

2016년도 총 BC 주 세금 명세: $3,023

총
 주

세

의료보험료s: $0
주 소득세: $0

$2,438

$3,023

$4,453$4,451

전반적 세금
최저

소득세, 소비세, 

의료보험료, 

임금세 등 모든 

세금을 다 

감안할 경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전반적 

세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의 

하나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2016년도  
예산안 명세:   
www.bcbudget.ca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www.gov.bc.ca/fin

이 문서는 친환경적인 무염소 

표백지에 인쇄된 것으로서 

재생 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100% 재생 가능합니다. 이 

문서의 제작에는 최선의 환경 

보호책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끼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십시오.

http://www.bcbudget.ca
http://www.gov.bc.ca/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