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정부, 2012년도 경제실천계획 발표 - 고용, 성장 및 장기적 번영을 위한 

계획 

짐 플라어티 재무장관은 오늘, 캐나다의 장기적 경제력을 강화하고 고용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인 2012년도 경제실천계획(Economic Action 

Plan)을 발표했다. 

플라어티 장관은 “이 예산안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몇 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제시하는 개혁은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이다. 정부 전반에 걸쳐 우리가 캐나다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도 경제실천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고 국제 경제의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후세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와 견실한 공공 

재정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 

 

고용 및 기회 지원 

정부는 혁신, 투자, 교육 및 기술 등,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2년도 경제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고용 및 

성장을 촉진한다: 

 

• 과학기술 지원에 10억 달러 이상의 대대적 투자 

• 혁신적 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5억 달러 투입 

• 주요 경제 개발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한 건당 한 

번의 검토’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책임 

있는 자원 개발 도모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하여 캐나다산 제품을 

전세계로 진출시킴 



• 소기업의 성장 및 종업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기업고용세금공제 

(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 1년 연장 

• 신설 제도인 지역사회기간시설개선기금(Community Infrastructure 

Improvement Fund)에 2년간 1억 5천만 달러 투입 

• 캐나다 해안경비대(Canadian Coast Guard)의 재건에 11년간 52억 달러 

투입 

•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실업자를 보다 빨리 일자리와 연결해줌으로써 실업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개선 

• 퍼스트 네이션스(First Nations) 원주민 교육 지원, 원주민 보호구역 내 

학교 신설 및 개량에 3년간 2억 7천 5백만 달러 투입 

• 우리 경제에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을 갖춘 이민자의 유치를 위해 

신속하고 신축적인 경제이민 제도 수립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 

캐나다의 사회복지 제도가 우리 후손들이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장기적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도 경제실천계획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고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 OAS) 및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 급여 수혜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임 – 2023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29년까지 전면 실시 

• OAS 연금을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연기 허용 

• 고령자의 신청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진취적인 OAS 및 GIS 등록 체계 수립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 실시 



책임 있는 비용관리 
2012년도 경제실천계획은 고용, 성장 및 장기적 번영을 위한 계획이다. 

우리의 저세율, 저부채 계획의 중요한 일부가 중단기 내에 균형예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고, 적당한 절약 방안들을 찾아냈다. 이 방안들은 52억 달러의 지속적 

절약을 이루어줄 것이며, 이는 2016–17년도 연방 제도 지출 예상액의 

2.0퍼센트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우리가 찾아낸 절약 방안들의 70퍼센트 

이상이 운영효율에 관한 것이다. 

플라어티 장관은 “우리는 캐나다 국민을 위해 고품질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계속 매진할 것이다. 세금은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에 대한 일관성 있고 실제적이며 책임성 있는 

접근법을 유지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도록 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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