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을 지원하는 탄탄한 경제
2015년 균형 예산안 주요 내용

지속적인 국제 및 국내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독립 

경제학자들은 다음 2년간 
BC 주 경제 성장이 전체 

주 중 최상위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같은 긍정적 전망은 

BC 주의 경제 다각화 

덕분입니다. 경제 부문이 

다각화되어 있어 균형 

예산을 이루는 동시에 

우선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마이클 드 용  
(michael de jong), q.c. 
재정부 장관

3년 연속 균형 예산안

BC 주는 2014-15 회계 연도를 8억7천9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마칠 

예정이며 2015년 예산안은 이 3년 중 최대 흑자인 10억 달러를 약간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격한 재정 관리는 여전히 2015년 균형 예산안의 핵심이며 우리가 

균형 예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에 대한 적당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큰 

이유입니다.

» 의료 및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 유지

» 주요 경제 분야의 성장 강화 및 장려

» 가족 및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균형 예산 유지

평균 연간 성장률:
세입  – 2.7%, 세입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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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간 성장률:
세입  – 2.5%, 세출  – 2.3%

캐나다 전국 적자 현황 2014-15

균형 예산 적자 예산 미정

태평양

허드슨 만

(2015년 1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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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육성

주 정부는 BC 주 경제가 2015년에 2.3%, 2016년에 2.4%, 2017년에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제 성장 전망

2015 2016 2017–2019

BC 주 실질 GDP (변동 %)

BC 주 정부

경제 전망 위원회(ECONOMIC FORECAST 
COUNCIL)

전망 출처:

2.32.3

2.6

2.4

2.8

2.5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AAA 신용 등급

신중한 재정 관리는  

BC 주가 AAA 신용 등급을 

받는 데 도움을 주며, 

이로써 채무 변제 대신 

직접 서비스 제공에 

세금을 더 많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다각화 

광업

» BC 주 도관 주식(FTS) 세금 공제 1년 연장으로 광물 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신규 광산 보조금 4년간 연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산을 시작하는 

신규 광산과 대규모 확장 광산에 대한 적용을 의미함.

» 에너지 광산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에 대한 매년 630만 달러의 

기준 예산액 증가로 허가와 규제 감독(증가된 광산 점검 포함)에 대한 

꾸준한 개선을 지원함.

» BC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다양한 농식품 업계를 보유하며, 이 업계는 BC 
주 경제에 약 60,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년 대략 116억 달러를 

산출함. 주 정부는 추가 2백만 달러를 신토불이(Buy Local) 프로그램에 

할당하여 농장주와 식품 가공업자들의 BC 주 생산품 홍보를 지원함.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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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분야의 투자

BC 주 항공우주 업계는 

매년 25억 달러를 우리 

경제에 기여하며  

8,300명의 직접 고용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수치들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2015년 예산안에서 세계적 

수준의 BC 주 항공우주 

클러스터 확장에 5년간  

5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주 

정부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2차 자금 

제공으로, 시장 확장과 

BC 주로의 국제 사업체 및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여 

이미 출범된 이 업무가 

지속될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접근성

BC 주 수출 상품의 약 37%는 아시아 대상

주별 2014년 평균 연간 국제 수출품 점유율

자료 출처: BC 통계국(BC STATS, 반올림으로 합계는 100%가 안될 수도 있음)

기타 
16.0%

아시아국 
4.7%

미국 
79.3%

기타 
11.9%

기타 아시아국  
9.5%

미국  
50.6%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아시아국 
4.7%

기타 
5.1%

미국 
90.2%

앨버타 주

일본 
10.3%

중국  
17.7%

» 국제 해양 센터(International Maritime Centre): 밴쿠버로 더 많은 

운송 회사와 해당 본사를 유치하는 데 3년에 걸쳐 최대 3백만 달러를 

할당하여 장기적 고보수 직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북미와 아시아 간 

선호 관문으로서의 BC 주의 인지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 인민폐의 중추:  BC 주 기업들이 중국과의 시장 연계를 꾸준히 확대함에 

따라 주 정부는 BC 주 사업체들이 캐나다의 신생 인민폐 중추(미주 내 

동종 최초)를 활용하도록 적당한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중추는 

사업 거래 중국화 결제를 위하여 고안된 금융 센터로, 여기서 중국과 

거래하려는 기업과 기타 사업체에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는 

인민폐 직접 거래로 10년간 거래 비용을 최대 62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고 최대 320억 달러 상당의 수출 가치를 증진할 수 있어 BC 주민들이 

이 수익에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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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 연장

» 훈련 세금 공제: BC 주는 2017년 말까지 훈련 세금 공제를 연장하여 

고용주와 수습생을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 예산안은 원주민 개인, 

장애인, 이들의 고용주에게 추가 50%를 제공하는 강화된 공제를  

연장할 것임. 

» 디지털 애니메이션 또는 시각 효과 세금 공제: 2015년 예산안은 디지털 

애니메이션 또는 시각 효과 세금 공제를 확장하여 후반 작업 영화 

활동을 포함함. 이미 시행 중인 폭 넓은 공제에 추가되는 이 확장은  

BC 주 영화 부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대화형 디지털 미디어 세금 공제: 또한, 2015년 예산안은 대화형 디지털 

미디어 세금 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하여 비디오 게임 및 기타 디지털 

미디어 제품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상쇄할 수 있음.

» 중소 기업 벤처 자본 세금 공제: 중소 기업 벤처 자본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1년간 3백만 달러 인상 제공. 이 프로그램은 2015년에  

적격 신생 기업의 추가 자기 자본 조달로 최대 1000만 달러까지  

허용할 예정임.

BC 주의 취업 교육 전략

2015년 예산안은 교육 훈련 재정비를 위한 주 정부 취업 교육 전략(Skills for 

Jobs Blueprint)을 지원합니다. BC 주에서 2022년까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1백만 개의 일자리 중 43%는 실업계 및 기술 훈련을 요구합니다. BC 주의 

취업 교육 전략: 교육 훈련 재정비는 수요가 높은 직업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재정비는 전문 기술이 필수면서 보수가 높은 고수요 직업에 훈련을 맞추어 

학교에서 취업으로 원활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 전략은 다음을 기초로 

합니다.

» 학교에서 체험 학습으로 아이들에게 유리한 출발을 제공함.

» 고수요 직업에 더 잘 맞추어 교육과 훈련을 변경함.

» 업계와 노동계의 협력관계 강화로 훈련과 수습 과정을 제공함.

BC Access Grant, 지원 

보조금 최대 $16,400/학생.

새 공구용 $500 포함.

고수요 직업에  
맞춘 훈련

고수요 직업에 대한  

BC 주 대학교 훈련 과정에  

4천만 달러 전용

원주민 기술 훈련용  

540만 달러.

취업 훈련4천만 달러

1천 달러

50만 달러



Balanced Budget 2015 Highlights [Korean] 5

인프라 지출

26% – 보건의료

19% – 고등 교육

15% – 교육

15% – 기타(BC 주택 제공 포함)

25% – 운송

3년간 세금 지원 자본 지출 합계:

107억 달러

BC교육부 예산

3년간 총 인상액:  
5억7천6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2015 /16 2016/17 2017/18

$5,648

2014년 예산안 기준액 
$5,387 재조정

$5,498

$5,591

$204

$261

$111

교육 분야의 투자

BC 주는 공립 학교에 대한 투자로 최근 협의된 교직원 단체 협약에 기금을 

지원할 것이며, 이 단체 협약은 학습 개선 기금 33% 인상은 물론이고 2019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훈련 및  
교육 저축  
보조금

8월부터 부모들은 참여 

금융 기관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BC 주 유자격 주민 아동당 

$1,200의 일회성 훈련 및 

교육 저축 보조금(Training 

and Education Savings 

gra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만  

6세가 되는 최대  

40,000명의 유자격 아동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핵심 조건은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해당 아동 대신 

RESP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 미래 

교육과 훈련에 유리한 

출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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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의 투자 
보건의료 예산액 추가  

향후 3년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지출은 약 30억 달러가 증가될 것입니다. 

이 수치 뒤에는 두 가지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아동

새로운 보건의료  
투자

» 캐나다 암 협회

(Canadian Cancer 
Society)에 대한 

최대 1,250만 달러 

지원으로 밴쿠버에 

세계적 수준의 암 

예방 센터(Cancer 
Prevention Centre) 
설립. 이 센터는 의료 

성과를 개선하는 

잠재력이 있는 연구에 

역점을 두어 결국 

의료 지출을 절감할 

것임. 

» 2020년까지 병상 

숫자 두 배로 확대 및 

생애 말기 진료 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아동 및 성인을 

위한 호스피스와 

말기 환자 고통 완화 

서비스 지원에 대한 

추가 기금 할당.

보건부 예산

3년간 총 인상액:   
30억 달러 

 
(단위: 백만 달러)

2015 /16 2016/17 2017/18

$18,471

2014년 예산 기준액 
$16,953 재조정

$17,444

$17,934

$981

$1,518

$491

» 보건의료 부문 지원금 인상률을 2000년대 중반의 거의 8%에서 연간 

평균 3% 이하로 감축함. 

» BC 주는 꾸준히 독보적인 일부 최고 보건의료 성과(캐나다 최고 수명, 

캐나다 최저 암 사망률과 심장병 사망률 포함)를 나타냄. 

» BC 주 교내 과일 채소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1백만 달러 추가 지원으로 

원주민 학교를 비롯한 참여 학교에서 현재 거의 50만 명의 아동에게 

우유, 과일, 채소를 무료로 제공함.  

» 교사 및 교사 보조에 대한 $500의 교육 지도 세금 공제로 교내 가외 

스포츠와 예술 기회의 가치를 인정함.  

» 3백만 달러 지원으로 $250의 아동용 체력단련 장비 추가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 부모의 부담을 다소 줄여줌. 이 공제는 기존 BC 주 아동용 

체력단련 공제 청구액의 50%로 정해져 부모는 장비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음.  



Balanced Budget 2015 Highlights [Korean] 7

형편이 어려운 주민 지원  
양육 지원금 면제

2015년 9월 1일자로 양육 지원금은 소득 보조금 산정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즉, 

부모들은 양육 지원금으로 받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소득 및 장애 보조금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BC 주에 있는 일부 최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3년에 걸쳐 3천2백만 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소득 및 장애 보조금을 받는 3,200여 가족의 아동 약 5,400명이 이 변경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COMMUNIT Y LIVING BC와 소득 보조금 지원

또한, 이 예산안으로 BC 주는 최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추가 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3년간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BC 주 양육  
보조금 

2015년 4월 1일부터 

180,000여 가족은 BC 

주 양육 보조금(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  

6세 미만 아동당 연간 

최대 $660을 제공하여 

양육비를 보조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연방 보조금과 합치면 

소득이 $60,000이고 만 

6세 미만 자녀가 둘인 

부부는 연간 약 7,500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ommunity Living BC에 대한 추가 1억6백만 달러 지원으로 발달 

장애인을 도움.

» 소득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2천만 달러 달러 지원.

SPCA  
투자

로어 메인랜드,  

밴쿠버 아일랜드,  

쿠트니, 오카나간  

지역에 있는 SPCA 시설 

교체나 개보수에 5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 이 금액은 2015년 7월 1일자로 유효합니다. 이 보조금은 물가 지수 연동으로 2016년에는 약간 인상될 것입니다.

** 연방 유니버설 양육 보조금(UCCB)은 과세 대상이나 여기에 기재된 양육 보조금을 결정하는 가족 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액수에는 
물가 지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총 연간 육아 보조금: 
만 6세 미만 2명의 자녀를 둔 부부

가족 순소득

$125,000$90,000$60,000$3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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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양육 보조금(BCECTB)
캐나다 양육 보조금(CCTB)*
연방 유니버설 육아 보조금(UCCB)**
연방 내셔널 양육 보조금(NCBS)*

$4,500

$6,290

$7,490

$11,482

$660
$1,320$1,320$1,320

$3,840
$1,130

$2,330$2,942

$3,840

$3,840

$3,380

$3,840



2015년 주별 세금 비교

앨버타 서스캐처원 비씨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샤 퀘벡

$4,080

$8,619 $8,776$8,546$8,227$8,130

$6,533

$5,388

뉴브런즈윅

$8,273
$9,343

매니토바

건강 보험료: $1,728

판매세: $1,159

순탄소세: $208

순재산세: $2,281

주 소득세: $939

2015년 총 BC 세금 구분: $6,533

주
 세

금
 합

계
연료세: $218

맞벌이 4인 가정   
소득 $60,000

2015년 주별 세금 비교 

비씨 앨버타 서스캐처원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매니토바 퀘벡

$7,752

$14,668$14,223
$12,613$12,304$12,276

$7,925

$11,077

$19,717

뉴브런즈윅

$11,848

판매세: $1,103

순탄소세: $186

순재산세: $1,381

주 소득세: $4,000

2015년 총 BC 세금 구분: $7,752

주
 세

금
 합

계

건강 보험료: $864

연료세: $218

독신 개인
소득 $80,000

2015년 주별 세금 비교 

앨버타 비씨 매니토바 온타리오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 퀘벡 뉴브런즈윅

$2,699

$4,372$4,308

$3,672
$3,459

$3,236
$2,954

$3,273

$4,378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4,223

노인 부부 
동등한 연금

소득 $30,000 

순탄소세: -$57

판매세: $860

순재산세: $2,006

연료세: $145

2015년 총 BC 세금 구분: $2,954

주
 세

금
 합

계

건강 보험료: $0
주 소득세: $0

BC 주민에 대한  
저렴한 세금

BC 주민은 모든 

세금(소득세, 

소비세, MSP 

보험료, 급여세 

등)을 감안할 때 

꾸준히 캐나다 

최저 수준의 

총세금 부담을 

지닙니다.

자세한  
정보

2015년 예산안  

자세한 내용:    
www.bcbudget.ca

BC 주 재정부  
www.gov.bc.ca/fin

2015년 주별 세금 비교 

앨버타 비씨 뉴펀들랜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퀘벡

$14,057
$13,235$12,872

매니토바

$13,592 $13,699

$9,780

서스캐처원

$10,129

$12,743

$7,822

$17,948

뉴브런즈윅

맞벌이 4인 가정    
소득 $90,000

건강 보험료: $1,728

판매세:  $1,458

순탄소세: $236

순재산세:  $3,347

주 소득세:  $2,793

2015년 총 BC 세금 구분: $9,780

주
 세

금
 합

계

연료세: $218

이 문서는 재생 에너지원으로 

제조된 무염소 친환경  

종이에 인쇄되었으며  

재활용 섬유질을  

포함합니다. 이 문서는  

환경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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