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결정의 개요
2021-2031년도 10개년 예산(일명, 장기계획-Long-term Plan: LTP)은 오클랜드를 위한 복구 예산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예산 결정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3백1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필수 기반 

시 설의 건설과 관리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고 살며, 즐길 수 있는 멋진 도시, 오클랜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 규모는 또한 오클랜드 경기를 대대적으로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 5개 핵심 분야와 그에 대한 시의 결정입니다.

1.  균형 예산 
우리 시의 3백18억 달러 재정 지출 프로그램의 주요 분야는 교통 혼잡 해결과 도로 안전, 성장과 주거 지원, 환경 보호, 수질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 등입니다. 이와 같은 부문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 인상, 단기 부채 차입, 잉여 자산 매매와 
비용 절감 등을 모두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2.  기후 변화 대응책 
우리 시는 이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10개년 예산에서 시는 추가로 1억5천 2백 만 
달러를 일련의 계획에 투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전기 또는 수소 버스만을 구입하고, 시의 지역 공원 내 200헥타르 
(200만㎡, 60만 6천여 평)에 자생 식물 심기, 오클랜드 도심 숲에 1만1천 그루 이상 나무 심기, 쓰레기 없는(제로 웨이스트) 
자원 회복 네트워크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3.  주요 부문 성장 지원 
오클랜드의 인구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도로, 수도관, 
대중교통,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 또한 유지 관리해야만 합니다. 개발 전략과 오클랜드 통합 계획 (Auckland Unitary Plan) 에 
따라 시는 더욱더 압축도시 (compact city) 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10개년 예산에서 우리의 제한된 자원에 초점을 맞춘 
주요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두는 정부와 합의한 우선 항목입니다.

4.  우리 지역 사회의 필요에 대한 부응 
전통적으로, 우리는 건물과 지역사회 자산을 유지, 관리라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방대한 지역 시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중 다수가 노후화되어 대대적인 개보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과 우리 
시 인구의 증가와 다양화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공동 제휴관계, 디지털 채널과 다중 이용 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자연 환경 보호와 증진 
2018년, 오클랜드는 시의 하천과 항만의 수질과 훼손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종류의 목표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목표세는 2028년 만료되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해오던 정책을 이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2031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세율 인상과 함께, 주요 건설 사업을 6년 앞서 시작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위한 목표세 (Water Quality 
Targeted Rate) 를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이 이 10개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세제 정책(도시지역세 부과 지역 확대 등), 공과금 개편, 시 자산의 
소유주 변경 등 일련의 결정 내용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위원회 역시, 각각 해당 지역 위원회의 합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기타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클랜드 시의회 웹페이지 aucklandcouncil.govt.nz/recoverybudge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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