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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금신고의 대상 

(1) 거주자의 종류 및 과세방법 

“캐나다에서는 누가 세금신고를 하는가?” “꼭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세금신고 의무가 없다면 세금과 관련된 많은 고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금신고 의무를 정하는 문제는 다른 세법 규정에 비하여 어렵고 복잡해서 현실에서 적용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1) 거주자 vs. 비거주자(Resident vs. Non-resident)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의 이민법상 신분과 세금신고 의무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아직 영주권이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세법은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거주의 개념을 사용하여 세금신고 의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세금신고의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2) 거주자(Resident)의 종류 

세법상 거주자의 종류와 각각의 세금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의 종류 주요 판단 기준 과세 방법 

거주자 

(Resident) 
캐나다에 일상적으로 거주(reside)하는 경우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실질 거주자 

(Factual resident)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요한 거주관계(residential tie)가 있는 경우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간주 거주자 

(Deemed resident) 

캐나다에 주요한 거주관계가 없으면서 1 년 중 183 일 이상 체류(sojourn)하는 

경우 / 해외에 파견된 캐나다 공무원과 가족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주정부세 대신 surtax 적용) 

일부기간 거주자 

(Part-year resident) 
캐나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된 연도의 경우 

거주 기간에 한해 전 세계 소득 

합산 신고 

비거주자 

(Non-resident) 

캐나다에 주요한 거주관계가 없으면서 1 년 중 183 일 이상 체류(sojourn)하지 

않는 경우 

캐나다 내의 근로, 사업, 양도소득 

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 

간주 비거주자 

(Deemed non-resident) 
조세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캐나다 내의 근로, 사업, 양도소득 

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 

 

첫째, 거주자(Resident)로서 캐나다에서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캐나다에 주택, 가족이 있고 사회,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 거주자(Factual resident)로서 캐나다에 살지 않아도 캐나다 내에 주요한 거주관계를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질 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이 전 세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로 캐나다 내에 주요한 거주관계가 없지만 1 년에 183 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한 경우입니다. 

비록 캐나다에서 살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체류한 기간이 183 일을 넘으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간주 거주자는 캐나다에 거주관계가 없는 개인이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에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캐나다에 주요한 거주관계를 갖고 있으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실질 거주자에 해당하여 세금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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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된 캐나다 공무원 등도 간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간주 거주자의 세금신고 의무는 거주자와 동일하나 세금 계산시 

주정부세 대신 Surtax 를 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넷째, 일부기간 거주자(Part-year resident)로 유학, 이민 등의 이유로 캐나다에 도착 또는 캐나다를 떠나는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 하고, 캐나다에 오기 전에 또는 캐나다를 떠난 

후에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 캐나다 외의 국가에 부동산,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을 거주자가 된 시점의 시장가격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기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이유로 캐나다를 떠나는 연도에는 출국세(Departure tax)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캐나다를 

떠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캐나다 내 부동산 등 제외)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부기간 거주자가 세금계산을 할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따라 환급불가능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 금액이 줄어들고 

캐나다를 떠난 이후에는 그동안 캐나다 거주자로 받아왔던 세제 혜택과 사회보장혜택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다섯째, 비거주자(Non-resident)로 캐나다에 주요한 거주관계가 없으면서 캐나다에 183 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캐나다 내에 근로, 사업,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여섯째, 간주 비거주자(Deemed non-resident)로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의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즉, 캐나다 국내법과 상대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동시에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이중 거주자가 조세협약에 

의해 상대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캐나다 세법상 간주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간주 비거주자의 세금신고 의무는 

비거주자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또는 실질 거주자인가? 

(Resident or Factual resident) 
       Yes 

전 세계 소득 합산신고          No  

간주 거주자인가? 

(Deemed resident) 
       Yes 

         No   

일부기간 거주자인가? 

(Part-year resident) 
       Yes 거주 기간에 한해 전 세계 

소득 합산신고 

         No   

비거주자 또는 간주 비거주자인가? 

(Non-resident or Deemed non-resident) 
       Yes 캐나다 내에 발생한 

소득에 한해 신고 

 

(2) 거주자의 판정방법 

1)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다가 떠나면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세법은 주요한 거주관계를 끊지 않고 캐나다를 

떠날 때에는 여전히 캐나다 거주자로 판단하여 거주자 신분으로서의 세금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캐나다를 떠나 

있는 개인에 대한 거주자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거주관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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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관계 구체적 사례 

Significant residential tie 

(중요한 거주관계) 

 - 주택 소유 또는 임차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단, 주택을 임대한 경우 또는 부부간 별거의 경우 해당되는 중요한 거주관계가 없는 것으로 봄) 

Secondary  

residential tie 

(이차적 거주관계 -다른 요건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 개인 소유 재산 유무(가구, 의복, 자동차) 

 - 사회적 연결관계(회원권 등) 

 - 경제적 연결관계(캐나다 회사 내 고용, 사업관계,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 영주권 또는 노동비자 

 - 의료보험 

 - 캐나다 여권 

 - 자동차 면허증 

 - 임시거처 또는 별장 

 -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전문가 단체 회원권 소유 

Other residential tie  - 우편주소, 은행 금고, 개인 우편 사서함, 신문 잡지 구독 여부 등 

이 외에도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 캐나다 방문 횟수나 기간, 다른 국가와의 거주관계 등도 거주자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캐나다를 떠나면서 영구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거주관계를 끊었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캐나다에 도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캐나다로 도착하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캐나다 도착 후 캐나다 내에 주요한 거주관계를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판정됩니다. 이때의 주요한 거주관계 사례는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와 거의 같으나 영주권과 의료보험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중요한 거주관계(Significant residential tie)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3) 거주자 여부 판정의뢰 

본인 스스로 거주자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에 요청하여 판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R73(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Leaving Canada) 또는 NR74(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Entering Canada) 양식을 사용하여 국세청에 

판정을 신청하고 회신을 받게 됩니다. NR73 양식에는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 예상기간, 조세협약에 의한 간주 비거주자 해당 여부, 

배우자/부양가족 여부, 주택 소유/임차 여부, 개인 재산 소유 여부, 앞으로 캐나다에 돌아올 계획, 캐나다를 방문하는 횟수, 새로 

정착할 국가에서의 거주관계 등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의 판단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중거주자의 조세협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 

소득수준과 교통, 정보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 국가에 거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국가에 동시에 거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협약은 개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영역이 국제화됨에 따라 두 나라에 모두 납세의무가 발생할 때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포탈을 예방하기 위해 양국 간에 체결되어 운영되는 국제조약입니다. 캐나다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협약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시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하는지에 관한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캐나다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조세협약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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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실적 시사점 

첫째, 캐나다 소득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서 소득이 많은 납세자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소득이 많은 개인은 캐나다에서 거주자로 세금신고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판단된다고 무조건 

절세차원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또는 캐나다 내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 공제(Capital gain deduction) 제도 등은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절세혜택입니다 

 

또한, 캐나다 거주자는 소득수준이 적으면 다양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적을 때에는 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비거주자라고 생각하고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세금신고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거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세금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법에 따른 세금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캐나다는 한국, 미국 등과 조세협약을 체결해서 이중거주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한국 또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캐나다에 가족 등의 거주관계를 갖고 있어 이중 거주자에 해당할 때에는 조세협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캐나다 세법상 간주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조세협약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캐나다와 다른 국가에서 동시에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세금을 신고하면 캐나다에서의 

세금 부담이 한국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한국보다는 캐나다에서 내는 세금을 줄이는 절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낸 세금은 캐나다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되어 캐나다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한국 세금보다 

캐나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종적인 절세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캐나다의 세금 부담이 높은 이유로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의 결정은 세금 외의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캐나다가 다른 나라보다 세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높은 세금부담 때문에 다른 국가로 떠나려는 

캐나다인이 많다는 질문에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캐나다를 떠나고자 한다면 세금이 

없는 케이만군도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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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금신고의 이유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에도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거주자라면 

세금 납부의무와 관계없이 매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발생으로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요구를 받은 경우 

 연금 소득에 대해 부부간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WITB)을 먼저 받은 경우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한 경우 

 Home Buyer’s Plan 또는 Lifelong Learning Plan 목적으로 RRSP 를 인출하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즉, 소득이 있어서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정부에 내야 할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야 할 금액이 없거나 위에 열거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를 강요하지 않지만,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사회보장혜택(CCB, GST/HST credit, WITB, OAS, GIS 등)을 받기 위해(재산상태와 관계없이 가구 소득 기준임)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교육비를 적립하여 향후 세금신고시 사용하기 위해 

 양도손실이나 비양도손실을 적립하여 이를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 

 RRSP 구입한도를 적립하여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 

 기타 

 

위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주자가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훌륭한 사회복지제도를 갖춘 나라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거주자에게 세금 납부의 의무만 

부과하는 나라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거주자가 소득이 적을 때에는 정부로부터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데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는 세금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캐나다 거주자의 입장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둘째, 소득이 적어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회보장혜택의 종류> 

 

세금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BC 주에 거주하면서 18 세 미만의 두 

자녀를 둔 부부가 2018 년 말 현재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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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CCB(Canada child benefit)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거주자는 캐나다 거주 

시점부터 받을 수 있으나, 이외의 거주자는 거주 후 18 개월 이후부터 CCB 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B 는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달리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높아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소득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17 세의 두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소득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연 지급액 $  12,420 $  12,420 $  11,063 $  9,013 $  7,305 $  5,586 $  4,446 $  3,306 $  2,166 $  1,026 

 

<6 세미만의 두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소득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연 지급액 $  15,814 $  15,814 $  14,457 $  12,407 $  10,699 $  8,980 $  7,840 $  6,172 $  4,504 $  3,100 

 

둘째, GST/HST credit 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 $  20,000 $  25,000 $  30,000 $  40,000 $  50,000 

연 지급액 $  1,216 $  1,216 $  1,216 $  1,058 $   358 

 

셋째, 근로 장려금(WITB)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세금신고 시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 $  10,000 $  12,500 $  15,000 $  20,000 $  25,000 

연 지급액 $ 1,019 $ 1,504 $ 1,932 $ 1,577 $ 792 

 

넷째, BC 주 의료보험료 보조 혜택(MSP premium assistance)으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주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 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 $24,000 $26,000 $28,000 $30,000 $34,000 $38,000 $42,000 

연 면제액 $  1,800 $  1,536 $  1,248 $   960 $   696 $   456 $   240 

 

다섯째, BC 주정부에서 운용하는 BC Healthy Kids Program 으로 자녀의 치과 치료시 자녀당 2 년마다 $1,400 까지, 안경 구매시 

1 년에 1 회 일정한 금액이 보조됩니다. 

 

위의 각종 혜택을 종합해 보면 BC 주에 거주하면서 18 세 미만의 두 자녀가 있는 부부가 $30,000 가량의 가구 소득이 있을 때 

세금신고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성 사회보장혜택은 $15,000~17,000 가량입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과 사회보장혜택을 합하면 

대략 $46,000 정도의 금액이 되므로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의 최저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회 보장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www.canadabenefits.gc.ca 에서 찾아보거나 

이민자 봉사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학생 또는 유학생의 세금신고 

대학생 또는 유학생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적립하여 항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보다 금액이 많고 지출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평생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교육비 지출이 있는 연도에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5,000 한도 내에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세금 절감 효과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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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 연도에 세금신고를 통해서 교육비를 적립하여야 합니다. 만일 과거 

연도에 교육비 지출액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교육비 적립을 위해 과거 연도 소득세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 또는 유학생들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9 세 이상의 성인은 

GST/HST credit 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BC 주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또는 유학생의 경우 1 년에 $600 가량의 

GST/HST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일 때에는 의료보험료 보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면서 대학생의 부모는 그동안 받아왔던 자녀에 대한 CCB 및 GST/HST credit 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세법에서는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여 부모에게서 

독립시킵니다. 

 

(4) 미성년자의 세금신고 

캐나다 세법상 나이가 적다고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면세점인 $11,800 가량 이상의 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근로, 사업, 임대 등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신고를 통해 RRSP 구입한도를 적립하고, 이를 이용해서 향후 소득이 많을 때 RRSP 를 구입하여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세금신고의 실익이 없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는 대부분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신고의 실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적은 캐나다 거주자이나 배우자는 소득이 많은 캐나다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인 본인은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가구 소득이 많아 사회보장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세금신고의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중 GST/HST credit 은 배우자가 캐나다에 도착하여 정착하지 않은 비거주자일 때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6) 해외자산 신고와 세금신고 

세금신고와는 별도로 캐나다 거주자는 매년 해외자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캐나다 거주자는 연중 하루라도 해외자산의 

합계가 $100,000 을 넘으면 개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T1135 양식을 이용하여 해외자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소득세 신고보다 해외자산 신고의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세 미신고의 

벌금보다 해외자산 미신고의 벌금이 훨씬 더 큽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납부세액에 대한 5%~17%의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하지만 해외자산신고를 늦게 하면 일반적으로 $2,500 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둘째, 소득세 신고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구제받을 방법이 있으나 해외자산 미신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일단 벌금이 부과되면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한번 

누락된 해외자산 신고는 계속해서 누락되어 향후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외자산 신고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지기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 신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현실적 시사점 

첫째, 세법에 정해진 세금신고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 매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신고의 명칭은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으로 이는 세금신고가 세금 납부 

외에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약 2,700 만 명의 캐나다 거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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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중 2/3 인 1,800 만 명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고하고 나머지 1/3 인 900 만 명은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캐나다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로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에게 다양한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지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정은 세금을 통해 마련됩니다. 캐나다의 세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18 세 미만의 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연간 $30,000 가량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성 

지원금 $16,000 을 합하여 대략 $46,000 가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복지 사회라는 것은 이러한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성 복지제도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세금이나 기부 등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아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해 준비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소득수준인 

것에 대해 만족하고, 내가 내는 세금이 캐나다의 훌륭한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자산의 합계가 $100,000 이상이면 해외자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보다 해외자산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될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해외자산 신고를 위해서라도 소득세 

신고를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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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 
 

납세자 대부분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과세 항목이나 다양한 공제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항목을 알기 전에 캐나다의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듯 전체적인 체계를 잘 이해한다면 절세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소득세 계산과정 

캐나다 세법상 개인소득세가 계산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소득(Total Income)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근로, 연금, 배당, 이자, 임대, 양도, 사업, RRSP 소득 

등을 합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은 50%가 비과세되므로 50%만 총소득에 합산합니다. 

 

둘째, 순소득(Net Income)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총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자녀 양육비용, 이사비용, 사업투자 손실, 

투자관리/이자비용, 근로비용과 조세정책 차원에서 운용하는 RRSP 구입금액 등의 순소득 공제항목을 총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순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소득을 계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보장혜택이 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순소득 금액이 적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순소득에서 이월 양도손실, 이월 비양도손실, 양도소득 공제, Northern 

거주자 공제 등의 과세소득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과세소득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므로 이를 줄이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넷째, 산출세액(Tax on taxable income)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는데 연방정부 

세율과 BC 주정부 세율 모두 5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서 추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다섯째,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산출세액에서 환급불가능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와 기타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환급불가능 세액공제에는 인적공제, CPP, EI, 근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주택 구입비 등이 있으며 

기타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분할공제, 배당세액공제, 정치 기부금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마지막 단계로 납부세액(Balance due) 또는 환급세액(Refund)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결정세액과 환급가능 세액공제액인 

원천징수액, 선납세액, CPP, EI 초과납부액, 의료비 보조금, 근로장려금(WITB) 등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크면 납부세액이 

계산되고 환급가능 세액공제액이 크면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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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 

 

납부또는환급세액(Balance due or Refund)

환급가능세액공제(Reufundable Tax Credit) 등
사업소득자

CPP

소득세

원천징수액

소득세

선납세액

의료비

환급금

근로장려금
(WITB)

CPP, EI 

초과납부액

기타(사회보장혜택반환금, GST 

환급금등)

결정세액(산출세액 - 환급불가능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Other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저한세/이월금 배당세액공제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기타(투자세액공제등)

환급불가능세액공제(Non-Reufundable Tax Credit)
인적공제(기초, 경로우대,

배우자, 부양가족)

근로,
CPP, EI

주택

구입비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본인, 

자녀)

기타(입양,연금, 장애

등)

Tax on taxable income(산출세액 : 과세소득 X 세율)

소득세율(Tax rate)
연방정부세율

주정부세율

15%(~$46,605)
5.06%(~$39,676)

20.5%(~$93,208)
7.7%(~79,353)/10.5%($91,107)

26%(~$144,489)
12.29%(~110,630)

29%($~205,842)/33%(205,842~)
14.7%(~150,000~)/16.8%(150,000~)

Taxable Income(과세소득 : 순소득 - 과세소득공제항목) : 세금부과의기준

Deductions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과세소득공제항목)
이월

양도손실

이월

사업손실등

양도소득

공제

Northern

거주자공제
기타(캐나다군인공제,  WCB, GIS 등)

Net Income(순소득 : 총소득 - 순소득공제항목) : 사회보장혜택지급기준

Deductions in calculating  Net income(순소득공제항목)

RRSP 공제
자녀

양육비

사업투자

손실
이사비용

투자관리,

이자비용
근로비용

기타(협회비, support pmt made, CPP, 성직자

거주비공제등)

Total  Income(총소득)

근로 연금 배당 이자 임대 양도(50%) 사업 RRSP 소득 기타(EI, WCB, GIS, Support pm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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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과세 소득의 종류 

캐나다 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모두 과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 비과세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 과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의 종류입니다. 

 

첫째,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서에 주택의 주소, 취득연도, 매각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주지로 

지정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증여 또는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는 캐나다는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증여 또는 상속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사회보장혜택 중 CCB, GST/HST credit 을 포함한 현금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이 비과세인 이유는 소득수준에 맞추어 지급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연금(OAS), UCCB 등은 소득에 포함하고 

소득이 많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넷째,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생명 보험금, 각종 재해로 인한 보험금 등은 비과세입니다. 

 

다섯째, 복권당첨금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비과세 저축계좌(TFSA)를 활용하여 얻은 투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비과세 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자동차사고 보상금, 전쟁 중 사망보상금, 파업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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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소득의 계산(소득의 종류) 
 

총소득은 캐나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소득을 신고합니다. 법인의 주주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개인 

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인출로 처리되므로 급여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주로부터 받은 T4 slip 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이때 신고하는 내용으로 총 근로소득,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 CPP) 납부액, 실업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 EI) 

납부액, 노동조합비 등 각종 회비,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이 있습니다. CPP, EI 등은 세액공제되고 각종 회비는 소득공제되며, 

원천징수액은 납부할 세금을 줄여줍니다. 한편, 커미션 근로소득은 T4 slip 의 Box No 42 에 별도로 표시되며 이를 근거로 커미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T4 slip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pay 

stubs) 등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T4 slip 에 없더라도 추가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항목으로 근로자가 받은 팁(Tip), 해외 근로소득, 스톡옵션 

베니핏, 전년도에 받은 GST/HST rebate 등이 있습니다.  

 

한편,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치과 보험 등의 사설 의료보험료(Private health service plans), 회사소유 

휴가시설 이용(Recreational facilities), $500 이하의 선물(Non-cash gifts and awards), 근로와 관련된 교육비(Tuition primarily for the 

employer’s benefit),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Scholarship for the benefit of spouse and children), 고용주가 지급하는 

휴대전화(Employer-paid cellular phones), 사용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자동차 수당(Reasonable per-kilometer automobile allowance), 

$10,000 이하의 사망위로금(Death benefit)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활용하면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Pension income) 

은퇴 후 받는 연금소득으로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기타 연금소득 등을 

신고합니다.  

 

노인연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5 세 이상으로 캐나다에 18 세 이후에 10 년 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년 현재 

40 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한 달에 최고 $601 을 받게 되며 거주 기간이 40 년 이하일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CPP)은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Retirement benefits), 유족연금(Survivor benefit),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 자녀연금(Child benefit), 사망연금(Death benefit) 등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기타연금에는 RRIF, 기타 사설 연금 및 해외연금이 있습니다.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는 71 세 이상인 RRSP 

가입자가 일시에 RRSP 를 인출하여 높은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RRSP 에서 RRIF 로 전환하면 

매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만 인출할 수 있어서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RRIF 에서 매년 인출하는 금액을 

기타연금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해외연금 중 미국에서 받는 US Social security benefits 는 15%~50%의 과세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해외연금은 소득에 

포함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해외연금은 총소득에 포함하고 

과세소득공제에서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됩니다. 한편, 기타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 항목인 연금 공제(Pension 

income amount)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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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소득(Dividend income)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T3, T5, T5013 slip 등을 이용하여 배당소득을 신고합니다. 배당소득은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와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Eligible dividend 와 

Non-eligible dividend 로 나누어집니다. 배당금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고 난 후의 이익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 세법에서는 Gross-up 제도와 

Dividend tax credit 이란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법인의 소득이 $100,000 이고 법인세 $20,000 을 납부하였고 세후 이익 $80,000 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수입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개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배당금 지급액에 125%를 곱하여 개인소득을 $100,000 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납부한 세금 $20,000 을 개인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이때 배당금에 25%를 가산하여 개인의 배당소득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Gross-up 이라고 하며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개인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하는 것을 Dividend tax credit(배당세액공제)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법인세를 낸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Eligible dividend 라고 하는데 Gross-up 과 Dividend tax 

credit 이 커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Non-

eligible dividend 라고 하며 Gross-up 과 Dividend tax credit 이 작아서 Eligible dividend 에 비하여 절세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 주주가 내는 

전체적인 세금액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개인은 배당 종류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주주가 낼 세금이 없으므로 높은 법인세를 내고 Eligible dividend 를 지급한 법인이 낮은 

법인세를 내고 Non-eligible dividend 를 지급한 법인에 비해 전체적인 세금부담에서 불리합니다. 

 

둘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Gross-up 과 Dividend tax credit 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외국 법인의 법인세는 캐나다 

정부에 낸 것이 아니므로 캐나다 정부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국과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1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4)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T3, T5, T5013 slip 등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합니다. 저축성 예금인 Term deposit, 

GIC(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가입 후 매년 발생한 이자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Treasury bill 이나 Stripped bond 등의 채권을 취득 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와 취득금액과의 

차이를 전액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만, 만기 이전에 매각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를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금액만 신고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캐나다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에 의해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10%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5) 임대소득(Rental income)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이나 손실을 총소득에 합산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할 경우에는 임대 수입과 임대 비용을 기록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일부만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임대면적/전체면적 또는 임대한 방의 

개수/전체 방 개수에 따라 배분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 가능 임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비(Advertising) : 임대를 위한 광고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 등은 전액 임대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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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Insurance) : 임대 부동산의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되며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낸 경우에는 해당연도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이자비용(Interest) : 임대 부동산을 취득 또는 renovation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모기지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 

처리됩니다. 한편, 모기지 갱신 또는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지급한 벌금 등은 5 년 또는 그 이하인 경우 남은 모기기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차입한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사무실 경비(Office) : 장부기록, 정리 및 우편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5) 법률/회계비용(Professional fee) : 임대료 회수나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법률비용과 장부정리, 세금신고를 위해 지급한 

회계비용 등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시 지출한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부동산 매각시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 계산시 매각부대비용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줄여줍니다. 

6) 관리비(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fee) : 임대자산 관리, 임대료 회수 및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7) 수선비(Maintenance and repairs) :  임대자산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renovation 

등 자산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에 포함되어 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8) 급여(Salaries, wages and benefits) : 직원을 고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급한 인건비로 급여 외에 CPP, EI 도 비용 

처리됩니다. 

9) 재산세(Property tax) : 임대자산의 보유로 발생하는 재산세는 비용 처리됩니다. 

10) 유틸리티 비용(Utilities) : 임대 계약서에 따라서 임대인이 지급한 전기, 가스, 수도 비용 등은 경비 처리됩니다.  

11) 자동차 경비(Motor vehicle expenses) : 임대사업시 발생한 자동차 경비는 공제요건이 엄격한데 임대자산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첫째, 임대 자산이 하나인 경우 자동차 경비가 비용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임대건물의 수리와 

유지활동을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운반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자동차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임대자산이 둘 이상이면 수리 관련 외에 임대료 회수나 임대 자산 관리 목적으로 지출한 자동차 경비도 공제됩니다. 

자동차 경비 공제가 합리적인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여행경비(Travel) : 자동차 경비의 공제요건과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면 여행경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경비 중 

숙박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13) 감가상각비(Capital cost allowance) : 경제적 효용이 1 년 이상에 걸쳐서 발생하는 지출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고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매년 자산의 일정한 비율을 비용 처리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예로는 건물, 

가구, 비품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으로 임대손실을 발생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다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소득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주거용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임대 주택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4 년까지 주거주지로 

지정하여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14) 기타 경비 : 기타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조경비, 임대 해지 비용, 콘도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임대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Land transfer taxes) : 취득세는 임대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향후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을 줄여줍니다. 

2) 모기지 원금(Mortgage principal) : 원금상환은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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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Penalties) : 국세청 등에 낸 벌금은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 

4) 개인 인건비(Value of your own labour) :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당사자의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임대소득명세서 및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임대소득 관련 세금은 캐나다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6) 양도소득(Capital gain) 

Capital property(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를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로 신고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을 다른 종류의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양도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캐나다 

세법상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익 또는 손실의 50%만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2018 년 중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을 통해 

$100,000 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중 50%인 $50,000 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50,000 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양도소득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하여 50%의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절세 목적상 매우 유리합니다. 

 

둘째,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손실 금액은 다른 종류의 소득과 상계하지 못하고, a) 발생한 연도의 양도소득을 줄이거나 b) 

과거 3 개 연도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c) 향후 연도에 발생할 양도소득을 줄여주거나 d) 사망시 

사망 연도나 사망 직전 연도의 다른 종류의 소득과 상계하여 총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의 매각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주 주택 이외에 임대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넷째, 실제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어도 세법상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부동산의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캐나다를 떠나는 시점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 자산을 시장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신고를 

위해서는 주식이나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한 양도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 매각한 경우에는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여섯째, 해외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양도손익을 세금신고시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낸 부동산 양도세와 캐나다에서의 양도소득 50% 비과세 규정 때문에 캐나다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캐나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상계하여 총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계산은 매각가격에서 취득가격과 매각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세부적인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매각가격 :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b) 취득가격 : 부동산 또는 주식 취득금액과 취득시 지출한 제반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c) 매각부대비용 :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각하면서 지출한 제반 수수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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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적극적 소득(Active income)의 하나로 개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이라는 용어는 매우 거창해 보이지만 작은 형태의 사업도 모두 포함하므로 홈스테이, 튜터, 소개비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형태의 소득도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세금신고기한이 4 월 30 일에서 6 월 15 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장부 

정리, 소득 계산 등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 기한을 늘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4 월 30 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소득자는 세금 외에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분담하지만, 사업소득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몫의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연간 매출액이 $30,000 이상이면 GST/HST 사업자 등록 후 GST/HST 를 고객에게 부과하고, 정기적으로 GST/HST 를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GST/HST 금액만큼의 단가 인상이 발생하여 매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GST/HST 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넷째, 매출과 경비에 대한 장부 정리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소득이 객관적인 제 3 자에 

의해 입증되는 반면 사업소득은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소득을 결정하여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장부정리를 하게 되면 사업경비에 대한 

입증이 쉽고, 소득 금액과 소득이 아닌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서 향후의 세무감사로부터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회계연도로부터 6 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동업 형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신고합니다. 규모가 큰 

동업의 경우 Limited partnership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Limited partnership 으로부터 받은 T5013 slip 을 기록하여 

신고하므로 상대적으로 신고방법이 간단합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경비를 기록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은 GST/HST 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을 기록하며,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매출액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지출로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사업상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는 

사업의 특성 또는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계산시 경비 처리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 재화를 구매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년도 말 현재 이월된 재고 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재화를 구매 또는 제조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고 연말에 남아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매출원가 항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광고비(Advertising) : 사업목적의 광고비는 전액 사업경비 처리가 가능하나 정기 간행물이나 외국 광고 업주에게 지급한 광고비는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접대비(Meals and entertainment) : 사업을 위해 제공한 식사비, 공연 티켓, 스포츠 관람, 숙박경비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골프, 요트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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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손상각비(Bad debt) : 매출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미회수 채권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후 향후에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액을 기타수익으로 처리합니다.  

5) 보험료(Insurance) : 건물, 기계, 설비와 관련되어 지급된 사업용 보험료는 경비 처리되나 생명 보험료는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6) 이자비용(Interest) :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 처리됩니다. 한편, 

차입금 갱신 또는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지급한 벌금 등은 남은 상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하며 은행 차입을 위해 지출한 

신청비용 등은 5 년 또는 상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7) 사업 면허비 등(Business tax, fees) :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면허비, 멤버십 비용 등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나 식사, 

레크레이션, 스포츠 활동이 주목적인 멤버십 경비는 비용 처리되지 않습니다. 

8) 사무실 경비(Office expenses) : 장부기록, 정리 및 우편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9) 소모품비(Supplies) : 재화나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포장도구나 청소도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0) 법률/회계비용(Professional fees)  : 컨설팅을 포함한 법률, 회계비용은 경비 처리되어 사업소득 금액을 줄여줍니다. 장부정리나 

세금신고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세무감사에 대응하여 지출한 금액도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회계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11) 관리비(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fees) : 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관리경비입니다. 

12) 임차료(Rent) : 사업장 임차료로 인건비와 함께 대표적인 사업경비의 하나입니다. 

13) 수선비(Maintenance and repairs) :  사업장소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산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에 포함되어 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14) 급여(Salaries, wages and benefits) :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급여 외에 고용주가 부담한 CPP, EI 도 비용 처리됩니다. 급여 

지급시에 매월 국세청에 원천징수 금액을 납부하고, 매년 T4 slip 을 작성하여 직원에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자녀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업무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15) 재산세(Property tax) :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재산세는 비용 처리됩니다. 

16) 출장경비(Travel) :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교통, 숙박, 식사비는 출장경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하지만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비는 

50%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17) 전화비 및 유틸리티 비용(Telephone and Utilities) : 사업 용도로 지출한 전화, 인터넷, 전기, 가스, 수도비용 등은 경비 처리됩니다. 

18) 연료비(Fuel costs) :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각종 연료비는 경비 처리됩니다.  

19) 운반비(Delivery, freight, and express) : 물품 운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운반비는 경비 처리됩니다. 

20) 자동차 경비(Motor vehicle expenses) : 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동차 면허비, 가스비, 보험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수리비, 리스비, 

감가상각비 등은 자동차 경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자동차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국세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적 사용 부분이 경비 처리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동차별 사용기록을 

남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passenger vehicle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와 리스비 등의 비용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21) 감가상각비(Capital cost allowance) :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 자동차, 기계 등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다른 비용항목과 달리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2) 주택 사용경비(Business-use-of-home expenses)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유틸리티, 주택 보험료, 재산세, 모기지 이자 등을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경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요 사업 장소이거나, 주택의 일정 장소를 사업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고객과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출한 금액 중 전체주택 면적 대비 사업 장소 면적의 비율 만큼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3) 기타 사업경비(Other expenses) : 위의 사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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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누락된 매출액이 없는지 확인하고, 비용 항목 중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비용과 혼합되기 쉬운 비용 항목으로 여행경비, 자동차 경비, 접대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금액을 

과도하게 비용 처리하면 불필요하게 국세청의 주의를 끌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비용의 변화가 

합리적이어야 하므로 전년 대비 변동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RRSP소득(RRSP income)  

RRSP 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 금액을 줄여주지만, RRSP 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T4 RSP slip 의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RRSP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배우자 RRSP 를 인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에 포함하지만, 구입 후 3 년이 지나지 않고 인출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2016 년~2018 년에 구입한 배우자 RRSP 를 2018 년에 인출하였다면 2018 년 세금신고시 본인의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RRSP 를 인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인출금액에 따라 10%~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시 

소득이 적은 경우 이러한 원천징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을 취득하거나 학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RRSP 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장학금 등(Scholarships, fellowships and bursaries)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등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풀타임 학생이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이나,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받은 장학금 등은 $500 까지만 비과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실업보험금(Employment insurance) 

실직 등의 사유로 받은 실업보험금은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실업보험금에 대한 T4E slip 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며 이 slip 에 있는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실업보험금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11) 이혼수당(Support payments received) 

법원의 명령이나 서면 협의에 따라 전 배우자로부터 주기적으로 받은 이혼수당은 총소득에 합산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혼수당을 지급하는 전 배우자는 순소득을 계산할 때 이혼수당 지급액을 공제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일시금으로 지급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12) 산재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산업재해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은 산재보상금은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과세소득 계산시 동일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재보상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산재보상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산재보상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순소득 금액이 적어져서 과도한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재보상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T5007 slip 의 Box No 10 금액을 기록합니다. 

 

(13) 연방정부 생활보조금(Net federal supplement : GIS)  

노인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적은 개인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GIS)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은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T4A(OAS) slip 의 Box No21 에 있는 금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연방정부 생활보조금은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비과세되는데 그럼에도 이를 총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산재보상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14) 기타소득 

총소득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할 소득으로 연금소득 분할금, Limited partnership 소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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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총소득(Total income)이 계산됩니다. 

 

V. 순소득의 계산(순소득 공제항목) 
 

캐나다 세법에는 총소득(Total income), 순소득(Net income),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세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순소득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소득은 순소득에서 과세소득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세 가지 소득 중 총소득 > 순소득 > 과세소득의 순으로 금액이 많아지며, 순소득이 적으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과세소득이 적으면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집니다. 

 

소득계산 과정에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첫째, 총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발생시키거나(주거주지 주택 양도소득, 

증여/상속, 비과세 저축계좌 투자소득 등) 둘째, 순소득 공제항목을 활용하여 순소득을 줄이거나(RRSP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근로비용 공제 등) 셋째, 과세소득 공제항목을 사용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이월 양도손실, 이월 비양도손실, 양도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순소득 공제항목(Deductions in calculating Net Income)은 총소득에서 순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는데 조세 정책 

차원에서 운용되는 RRSP 공제, 연금소득 분할 공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공제항목은 총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소득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RSP 공제(RRSP/PPRP deduction) 

RRSP 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의 약자로 캐나다 거주자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운용하는 대표적인 절세목적 

저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소득수준이 높을 때 RRSP 를 구입하여 세금을 줄이고, 소득수준이 낮을 때 RRSP 를 

인출함으로써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RRSP 공제의 내용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RSP 는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한도(RRSP contribution room)가 있고 그 한도 내에서 RRSP 를 구입한 

개인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근로, 사업, 임대 등의 소득금액(Earned income)의 18%와 $25,37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RRSP 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의 투자소득만 있는 개인은 RRSP 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RRSP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득 종류에 따라 RRSP 세금공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투자보다는 

근로나 사업 활동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법상 우대 정책은 자녀양육비 공제, 근로장려금 제도, 

의료비 보조 환급금 등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둘째, RRSP 공제는 공제연도에 세금을 줄여주지만, RRSP 를 찾는 시점에서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RRSP 공제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달리 영구적 세금감면이 아닌 세금연기입니다. 따라서 RRSP 를 인출하는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시기인 은퇴 후에 인출하면 절세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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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배우자 RRSP 를 이용하면 배우자 간 소득분산(Income splitting)을 이용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RRSP 란 납세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RRSP 를 가입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연금 수령자(annuitant)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RRSP 가입 후 

3 년이 지난 후에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을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불가피하게 은퇴 전에 RRSP 를 

인출해야 하고 인출시점에서 본인의 소득보다 배우자의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 RRSP 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RRSP 인출금액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한계세율이 높은 본인 소득에 포함될 때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RRSP 구입한도가 있더라도 은퇴 시점이 되는 71 세가 넘으면 RRSP 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71 세가 

넘었더라도 배우자가 71 세 이전이라면 배우자 RRSP 를 가입해서 RRSP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만 71 세가 되면 RRSP 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인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법에서는 71 세가 되는 

연도에 RRSP 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RSP 에서 RRIF 로 전환하면 매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만 인출할 수 있어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RRSP 를 구입한 경우 구입한 연도에 공제하지 않고 이를 적립하여 놓았다가 절세효과가 큰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록 구입한 연도에 공제하지 않더라도 구입한 연도의 세금신고시 구입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구입한 RRSP 금액을 세금신고시 빠뜨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RSP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RRSP 구입가능한 금액 내에서 RRSP 를 구입합니다. 개인별 RRSP 구입가능 금액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시 받게 되는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금액은 세금공제를 할 수 없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년에서 이월된 RRSP 구입액 중 공제하지 않은 금액(Unused RRSP contributions)과 금년에 구입한 RRSP 금액을 합산하여 

RRSP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년에서 이월된 RRSP 미공제금액은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 가능하며 

금년도에 구입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RRSP 구입 영수증을 참조합니다.  

 

셋째, 과거에 주택 구입을 위한 RRSP 인출금(Home Buyers' Plan : HBP)과 학비 사용을 위한 RRSP 인출금(Lifelong Learning Plan : 

LLP)이 남아 있는 경우 두 번째에서 계산된 RRSP 공제한도금액에서 HBP 와 LLP 상환금액(Repayments)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RRSP 공제가능금액은 HBP 와 LLP 상환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넷째, 세 번째에서 계산된 RRSP 공제 가능금액에서 원하는 금액을 RRSP 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결정할 때에는 RRSP 

공제 후 절세액, 사회보장혜택 증가액, 향후 소득전망, 한계세율 구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RRSP 공제 후 남은 RRSP 미공제 금액(Unused RRSP contributions)은 이월하여 향후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 분할공제(Deduction for elected split-pension amount) 

소득이 많아지면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아져서 내야 할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소득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때 부부간에 소득을 분산하여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절세전략 중 하나입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50%까지 배우자와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연금소득 분할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소득이 

많은 배우자는 분할된 금액만큼 소득을 줄여서 높은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이고,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분할 받은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고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냄으로써 전체적인 가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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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공제가 가능한 연금은 종신연금(Annuity), 연금보험(Insured annuity), RRIF 수령금 등으로 대부분의 개인연금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노인연금(OAS)과 국민연금(CPP)은 분할 가능한 연금이 아니므로 부부가 나누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분할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금신고시 T1032 양식을 부부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세금을 최소화시키는 최적의 

연금소득 분할금액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조합비, 협회비 등 공제(Annual union, professional, or like dues)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한 노동조합비, 전문직 협회비, 과실 책임보험료 등은 순소득 공제항목이나, 협회 가입비, 면허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노동조합비 등은 T4 slip 에 나와 있으므로 세금신고시 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녀양육비 공제(Child Care Expenses) 

자녀 양육비 공제는 근로, 사업,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양육을 제 3 자에게 위탁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공제의 특징은 첫째,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째, 공제신청자가 근로, 사업소득 없이 

투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으며 셋째,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지출연도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양육비 공제 대상은 자녀를 돌봐주는 보모(Caregiver), 탁아소(Day care centre), 탁아와 관련된 교육기관, 탁아가 주목적인 

캠프(Day camp, day sports camp), 기숙학교(Boarding schools, overnight sports schools) 등에 지급한 금액입니다. 자녀 위탁기관을 

찾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 수수료 비용, 등록비 등도 자녀양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지출한 금액, 

의복비, 교통비, 정규 학업과 관련된 교육비, 레저활동 등에 지출한 금액은 자녀양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비는 첫째, 7 세 미만의 자녀당 연 $8,000, 7 세 이상~16 세 미만의 자녀당 연 $5,000,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연 $11,000 을 한도로 둘째, 저소득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의 2/3 금액 셋째, 해당연도 자녀양육비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하면 자녀양육비 공제를 위해서 부부 모두 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공제 신청자인 저소득 배우자가 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한도 금액이 적어지므로 

저소득 배우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득자가 공제할 경우에는 저소득 

배우자의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서 자녀양육비 공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첫째, 배우자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공부하는 경우 둘째,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셋째, 배우자와 별거 상태인 경우 등입니다.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시 T778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지출 영수증은 세금신고 시점에서 

제출하지 않지만 향후 국세청에서 요청할 것에 대비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장애 의료비용 공제(Disability supports deduction) 

세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애 의료비용 공제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근로, 사업 또는 학업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장비 등에 지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의료비용 공제제도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항목의 의료비 공제제도와 달리 사업, 근로소득 등이 있어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 의료비용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장비는 주로 시각,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항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T929 양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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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투자손실 공제(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사업을 운영하다 발생한 손실은 사업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 세법상 처리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손실은 개인 

소득신고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손실은 주주인 개인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법상 법인은 별도의 세금신고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주주 또는 투자자가 직접 이전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업손실에 대하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손실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체에 투자한 개인은 손실 공제가 불가능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사업투자손실 공제(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라는 순소득 공제항목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투자손실은 개인이 캐나다 중소기업에 주식 또는 대여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제 3 자에게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투자회사의 청산 등의 이유로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손실금액의 50%를 사업투자손실로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인에 $100,000 을 주식 또는 대여금으로 투자하여 전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의 50%인 $50,000 을 사업투자손실로 공제해서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생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사업투자손실은 향후 연도에 이월 비양도손실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10 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 양도손실로 전환됩니다. 이때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응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제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투자손실 공제는 세금신고서의 Box No 217(Business investment loss-allowable deduction)에 총 사업투자손실액의 50%를 

기록하여 공제합니다. 실제 매각이 아닌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투자손실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을 전액 

손실로 처리하고 다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신청(Subsection 50(1) election)을 세금신고 시점에서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 시점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투자손실 공제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가 빈번한 

항목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피투자회사의 정보, 주식/대여금에 대한 정보, 투자손실 계산내역 등의 자료와 피투자회사의 법인세 신고 

서류, 주식/대여금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이사비용 공제(Moving expenses) 

근로, 사업 또는 대학 이상의 풀타임 학업을 목적으로 이사하면서 지출한 이사비용은 새로운 장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학교 등과 가까운 방향으로 40km 이상 이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거리가 40km 를 넘지 않으면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없는데, 여기서 40km 는 직선거리가 아닌 교통 거리를 의미합니다. 한편 

국제이사인 경우에도 근로, 사업, 학업을 목적으로 일상적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매우 넓은 나라이므로 이사비용이 큰 경우가 많고 공제 가능한 항목도 매우 다양합니다. 국세청에서 예시하고 있는 

이사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반/보관비 : 이삿짐 포장, 운반, 보관, 보험료 등은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이사비용입니다. 

2) 가족의 여행비 : 이사하면서 지출한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식사비와 자동차 경비를 공제할 때에는 a) 실제 

지출한 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b) 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식사비는 개인당 하루 $51 을 한도로 한 끼에 $17 이며 자동차 경비는 BC 주의 경우 1km 당 53.0 센트입니다. 

3) 임시 숙박비 : 이사를 위해 임시로 숙소를 이용한 경우 숙박비와 식사비를 15 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렌트계약 해지 벌금 : 이사하면서 발생한 렌트계약 해지 벌금은 이사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5) 이사 부가비용 : 주소변경 비용, 자동차 면허 변경비, 유틸리티 해지/설치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과거 주택 유지비용 :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 비용 등은 $5,000 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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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 주택 매각비용 : 주택을 매각하면서 지출한 광고비, 부동산 수수료, 법률 수수료, 모기지 해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 년도 이후에 주택을 매각하였어도 매각비용을 이사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8) 신규주택 취득비용 :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법률수수료, 취득 및 등록세는 공제 가능하나 GST/HST 와 재산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의 이사비용을 고용주에게 돌려받은 경우에는 첫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이사비용만 공제하거나 둘째, 받은 금액을 

총소득에 포함하고 지출한 이사비용 전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이사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근로, 

사업소득 등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시 T1-M(이사 전과 이사 후의 주소, 이사 날짜, 이사 거리, 새로운 직장/사업내용 등의 내용을 기록함) 양식을 이용하여 

이사비용 공제를 신청합니다. 세금신고 시점에서 이사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향후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하여 새로운 곳에서 발생한 소득, 고용주의 확인서, 이사경비 영수증 등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이혼수당 지급금 공제(Support payments made) 

법원의 명령이나 서면 합의에 의해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혼수당은 순소득 공제항목으로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혼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지 못합니다. 

 

(9) 투자관리/이자비용(Carrying charges/interest expenses) 

배당이나 이자 등의 투자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투자관리/이자비용은 순소득 공제항목으로 차감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관리비 : 투자를 위해 지출한 관리 및 운영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문료 :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투자 전문가에게 지급한 투자자문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3) 회계/세금신고 비용 : 사업이나 투자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회계/세금신고 비용을 사업이나 투자활동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양도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회계/세금신고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계/세금신고 비용을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계산에서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순소득 공제항목에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의 세무감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법률, 회계 수수료는 기타공제항목(Line No 232)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이자비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경우 지출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하여 투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이혼수당 관련 법률비용 : 이혼수당(Support payments received)을 받기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은 공제됩니다. 

 

한편, 공제 불가능한 투자관리/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RSP, RDSP, RESP, TFSA 등의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 RRSP, RDSP, RESP, TFSA 등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학자금 대출 이자비용 : 학자금 대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비용은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항목 (Interest paid on your student loans)으로 세액공제됩니다. 

3) 정기간행물 구독료 : 금융신문, 잡지, 뉴스레터 등의 구독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주식 매매수수료 : 주식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 투자관리/이자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식취득시 

지출한 수수료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매각시 지출한 비용은 매각비용으로 처리하여 주식 양도소득을 줄여줍니다. 만약, 

주식 매매수수료가 투자관리/이자비용에 포함된다면 발생비용을 100% 공제할 수 있지만, 이를 양도소득 계산에 반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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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금액만 비용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매매수수료를 투자관리/이자비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같은 이유로 주택을 취득 또는 매각하면서 지출한 중개 수수료 등도 양도소득 계산시 공제하여야 합니다. 

5) 이혼 소송료 : 이혼소송을 위한 법률비용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사업소득자 CPP 공제(Deduction for CPP contribution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s) 

연간 $3,500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캐나다 국민연금(CPP)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각각 4.95%의 국민연금을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동시에 고용주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9.90%의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소득자는 세금과는 별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9.90% 중 고용주 부담분 4.95%는 사업소득자 CPP 공제로 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한편, 근로자 

부담분 4.95%는 환급 불가능 세액공제 항목으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11) 성직자 거주비 공제(Clergy residence deduction) 

한국에서는 성직자의 세금신고가 제도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성직자도 일반인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성직자가 종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비 지출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하여 성직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성직자 거주비 공제금액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1) 종교단체에서 주택을 제공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에게 제공한 주택 거주비 금액정보가 포함된 T4 

slip 을 발급하는데, 성직자는 이러한 T4 slip 의 Box No 30 에 기록된 주택 거주지 금액을 성직자 거주비 공제로 신청합니다.  

2) 성직자가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시장 임차료 금액,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 

지급액을 유틸리티 금액과 함께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 가능 금액은 근로소득의 1/3 로 제한되는데 근로 월수대비 근로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10,000 을 한도로 근로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 거주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교단체가 성직자의 근로 내용이 성직자 거주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T1223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데 국세청에서 자주 요청하는 자료이므로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사회보장혜택 반환금(Social benefits repayment) 

노인연금(OAS)이나 실업보험금(EI)을 받은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을 때에는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반환한 

금액은 순소득 공제항목으로 차감합니다.  

 

(13) 근로비용 공제(Employment expenses) 

개인사업자는 사업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도 근로비용공제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둘째, 지출한 비용을 고용주로부터 

돌려받지 않았거나 돌려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셋째, 고용주가 근로조건과 근로비용항목에 대해 

T2200(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근로조건 확인서) 양식을 통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경비와 근로소득자의 근로비용 공제는 동일하게 소득을 줄여주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비용은 사업경비와 달리 고용주로부터 근로비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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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소득보다 사업경비가 많을 경우 사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비용은 근로소득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사업경비는 GST/HST 를 제외한 순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GST/HST 신고시 GST/HST 지출액을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지만, 

근로비용은 GST/HST 를 포함한 총금액을 경비로 처리합니다. 

 

넷째, 근로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나 조건이 엄격해서 사업경비에 비하여 제한적인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용주가 GST/HST 등록자인 경우에는 근로비용 중 GST/HST 지출 부분을 GST/HST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비용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커미션 근로소득자의 근로비용은 커미션 근로소득을 

한도로 공제되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회계비용(Accounting and legal fees) : 세금신고 수수료와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2) 광고비(Advertising and promotion) : 명함, 선물을 포함한 광고비는 근로비용에 포함됩니다.  

3) 식사/접대비(Food, beverage, and entertainment expenses) :  고용주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12 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식사비용의 50%를 근로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고객 접대비용(식사비, 입장료, 숙박료 등)은 실제 지출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4) 숙박비(Lodging) : 업무상 근로자가 숙박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5) 주차비(Parking) : 커미션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주차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고용주 사무실에 주차한 경우에는 개인 

목적으로 간주되어 근로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소모품비(Supplies) : 업무에 직접 사용한 문구 용품 등의 소모품 구입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7) 면허비(License) : 커미션 소득을 얻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면허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8) 컴퓨터와 집기 비품(Computers and other equipment) :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을 리스하는 경우에 리스 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월 사용료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만큼만 공제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구입비나 개통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9) 급여(Salaries) : 보조직원을 고용해서 지출한 급여, CPP, EI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10) 임차료(Office rent) :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사무실 임차료는 근로비용에 포함됩니다. 

11) 교육비(Training costs) : 근로자의 업무 능력 개선, 자격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 근로비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와 관계가 없거나 비합리적으로 큰 금액, 학위 등 평생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 등은 근로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교통비(Travel fare) : 근로 과정에서 지출한 비행기, 버스, 기차 경비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13) 주택 사용경비(Work-space-in-the-home expenses)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50% 이상을 근무하거나, 주택의 일정 장소를 

정기적으로 고객과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면 주택 사용경비를 근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지출 금액 중 전체주택 

면적 대비 근로 장소 면적의 비율 만큼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택경비 중 유틸리티, 수리비, 주택 보험료, 재산세 등은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와 달리 모기지 이자, 건물 감가상각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와 관리비용을 전체주택 면적 대비 업무 장소 면적의 비율 만큼 경비 처리합니다. 

14) 자동차 경비(Motor vehicle expenses) :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자동차의 가스비, 수리비, 보험료, 등록비, 감가상각비, 

자동차 대출금 이자, 리스 비용 등을 자동차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passenger vehicle 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와 리스비 

등의 비용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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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 근로비용은 커미션 수입 근로자에 비하여 제한적이며 근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회계비용(Accounting and legal fee) :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은 공제되나, 커미션 근로소득자와 달리 

세금신고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출장경비(Travelling expenses) :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의 작업장소를 떠나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장경비를 직접 

지출하였고, 고용주로부터 관련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였으며, T2200 양식에 고용주가 출장 관련 비용을 확인하여 준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용은 고용주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떠나서 12 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실제 지출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3) 주차비(Parking) : 커미션 급여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됩니다. 

4) 소모품비(Supplies) : 업무에 직접 사용한 문구 용품 등의 소모품 구입비는 공제할 수 있으나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은 리스 또는 

구입여부과 관계없이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월 사용료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부분만큼 공제처리가 가능하나 

휴대전화 구입비나 개통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급여(Salaries) : 고용 계약상에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 급여 지급을 고용주가 T2200 양식에서 

확인해 준 경우에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임차료(Office rent) :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를 근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주택 사용경비(Work-space-in-the-home expenses) : 커미션 근로소득자의 주택사용경비 요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제 가능한 

주택경비는 매우 제한적으로 유틸리티, 수리비만 공제할 수 있고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건물 감가상각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와 관리비용을 전체주택 면적 대비 업무 장소 면적의 비율 만큼 경비 처리합니다. 

8) 자동차 경비(Motor vehicle expenses) : 커미션 급여소득자와 공제 조건 및 공제 가능 자동차 경비 내용이 대부분 같습니다. 

 

(14) 기타 순소득 공제항목 

기타 순소득 공제항목으로 탐사 및 개발비(Exploration and development expenses)와 기타 항목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제항목을 모두 합산한 순소득공제 금액을 총소득(Total income)에서 차감하면 순소득(Net income)이 

계산됩니다. 사업손실 또는 임대소득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순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비양도손실(Non-capital loss)이라고 하는데 비양도손실은 과거 3 개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던가, 

다음연도에 이월 비양도손실(Non-capital losses of other years)로 전환되어 향후 20 년의 기간에 발생할 순소득에 공제하여 향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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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과세소득의 계산(과세소득 공제항목) 
 

과세소득은 직접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과세소득에 개인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즉, 

총소득(Total income)에서 순소득 공제항목(Deductions in calculating Net income)을 차감하여 순소득(Net income)이 계산되듯이, 

순소득에서 과세소득 공제항목(Deductions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합니다. 

 

과세소득 공제항목도 순소득 공제항목과 같이 소득 공제항목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순소득 

공제항목이 주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성격임에 비해 과세소득 공제항목은 조세 정책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과세소득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월 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 of other years)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의 50%를 양도손실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양도손실은 양도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소득과 상계하지 못해서 발생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양도손실은 향후 연도의 양도소득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월 

양도손실이 됩니다. 개인별 이월 양도손실금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향후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이월 양도손실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이월되지 

않는 다른 공제항목이 있으면 이를 먼저 사용하고 평생 사용이 가능한 이월 양도손실은 소득이 많은 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이월 비양도손실(Non-capital losses of other years) 

이월 비양도손실의 종류에는 과거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 사업, 임대 손실과 이월 사업투자손실(ABIL), 이월 파트너쉽 손실, 

이월 사업투자손실(ABIL), 농업/수산업 손실(Farming/Fishing losses) 등이 있습니다. 이월 비양도손실은 모든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월 양도손실에 비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별 이월 비양도손실 금액은 세금신고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월 양도손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득 및 공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시기와 공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월 유한책임 파트너쉽 손실(Limited partnership losses of other years) 

파트너쉽은 동업을 의미하는데 파트너쉽에 참여한 모든 파트너는 사업손실이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수형태의 파트너쉽으로 Limited partnership 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는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손실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파트너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파트너쉽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Capital tax 등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Limited partnership 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한책임 파트너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손실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손실 

발생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손실금액은 기한과 관계없이 향후 연도에 이월하여 이월 유한책임 파트너쉽 손실이라는 과세소득 

공제항목으로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책임 파트너는 투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제 

가능한 손실금액도 ‘투자금액’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금액’을 ‘At-risk amount’라고 하며 이는 파트너쉽 

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에 파트너쉽의 손익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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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보조금 소득공제(Other payments deduction) 

산재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benefits)이나 연방 정부 생활보조금(Net federal supplement : GIS) 등을 받으면 이를 

총소득에 포함하고 동일한 금액을 과세소득 공제항목으로 다시 공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득에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도, 순소득에는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정부보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순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5) 양도소득 공제(Capital gain deduction)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이 중 비과세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을 매각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를 양도소득 

공제(Capital gain deduction)라고 합니다. 양도소득 공제는 세금절감 효과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매우 큽니다. 이는 첫째, 양도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소득은 사업체를 매각하면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금액이 많고 둘째, RRSP 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이 주로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것에 비해 양도소득 공제는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1) 공제 대상자 

양도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매각연도에 풀타임 거주자(Full-year resident)이거나 둘째, 매각연도에 일부기간 

거주자(Part-year resident)이면서 매각 전년도 또는 매각 다음연도에 풀타임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자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Small business corporation) 주식, 농업자산(Farm property), 수산업자산(Fishing property)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매각 시점에서 영업권을 포함한 회사 자산의 90% 이상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적극적 사업(Active business)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자산이 active business 에 사용되지 않는 업종 예를 들면, 투자, 임대업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90%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주식 매각 전에 비사업용 자산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해당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둘째, 매각 전 2 년간 영업권을 포함한 회사 자산의 50% 이상의 시장가치가 active business 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양도소득 공제받을 계획이 있다면 매각 전 최소 2 년 동안 회사자산의 50% 이상을 active business 에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토지를 active business 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시점부터 active business 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셋째, 납세자가 매각 전 2 년 이상 주식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이때,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기간은 본인이 보유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 년, 배우자가 1 년을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엔 2 년 이상 보유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매각 전 2 년 이상 보유규정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형태로 전환한 경우에는 

충족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도액 및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2018 년 현재 중소기업 주식 매각에 대한 개인당 평생 양도소득 공제 한도액은 $848,252 이며, 농업자산이나 수산업자산에 대한 

평생 공제 한도액은 $1,000,000 입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이 한도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 지분을 사전에 가족에게 분산해 

놓으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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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중소기업 주식 등을 매각한 연도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공제를 받은 연도에 최저한세를 내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최저한세는 향후 

연도에 선납세금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매매시 양도소득 공제의 활용 

부부 또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중소기업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은 반드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나 향후 소득이 양도자에게 

귀속(Attribution rule)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매에 따른 실제 금전 거래 또는 금전 대여계약을 통해 

제 3 자와의 거래에 준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합니다. 

 

5) 상속 및 증여시 활용방법 

소규모 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양도소득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체를 자녀에게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양도소득 공제 대상인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하면 증여,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세법의 이점을 취하면서, 

양도소득 공제를 이용해서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영구히 지속되는 것은 

아닌데 향후 자녀가 사업체를 제 3 자에게 주식이 아닌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Holding company 매각시 양도소득 공제 

납세자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Holding company 를 통해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Holding company 인 A 회사를 

통하여 active business 를 영위하는 B 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Holding 

company 인 A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며 둘째, 과거 2 년 동안 A 회사와 B 회사 모두 50% 이상의 자산을 active business 에 

사용하여야 하고 셋째, 매각시점에 A 회사와 B 회사 모두 90% 이상의 자산을 active business 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공제제도는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므로 개인주주가 아닌 Holding company 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각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공제방법 

개인 세금신고서의 Line No 127(Taxable capital gain)에 총 양도소득의 50%를 기록하여 소득을 신고하고 Line No 254(Taxable 

capital gain deduction)에서 과세소득 공제항목으로 공제합니다. 궁극적으로 비과세됨에도 총소득에 합산하는 이유는 순소득이 

낮아져서 양도소득 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8) 증빙서류 

세금신고 시점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자주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항목이므로 매각 

회사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서, 주주명부, 회사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실무적 고려사항 

양도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반드시 주식으로 팔아야 하지만,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자산으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는 사전에 사업체를 주식으로 팔 경우와 자산으로 팔 경우의 세금 효과를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후 필요할 경우 매각가격을 조정해서라도 본인에게 세후 현금흐름이 큰 매각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Northern 거주자 공제(Northern residents deduction) 

캐나다 북쪽 지역에 거주하면 추운 날씨와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추가로 주거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 Northern 거주자 공제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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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가능 대상자 

Northern 거주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Northern Zone 이나 Intermediate Zone 에 거주지를 두고 6 개월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공제 가능지역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T4039, Northern Residents Deductions - Places in Prescribed 

Zon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지는 항구적인 장소를 의미하므로 임시로 거주한 경우에는 Northern 거주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Northern 거주자 공제의 종류에는 거주 일자에 따라 계산되는 거주공제액과 소득에 포함된 여행수당을 한도로 공제되는 

여행수당공제액이 있습니다. Intermediate zone 거주자는 Northern Zone 거주자에 비하여 공제액이 1/2 만 적용됩니다. 

 

2) 거주공제(Residency deduction) 

거주공제는 기본거주공제액(Basic residency amount)과 추가거주공제액(Additional residency amount)으로 구분됩니다. 

기본거주공제액은 거주 지역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데 Northern Zone 에 거주한 경우에는 $11 에 거주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거주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2018 년 1 년 동안 계속해서 Northern Zone 에 거주한 경우에는 $4,015 를 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기본 거주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거주공제액 이외에 추가 거주공제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 추가거주공제액 금액은 기본 거주공제액과 같습니다. 이때, 세금신고하는 가족 중 누가 추가 공제액을 신청할지는 가족 

구성원의 과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가구 세금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여행수당공제(Deduction for travel benefits) 

특수관계자가 아닌 고용주로부터 여행수당을 받고 동 여행수당이 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는 연간 2 회의 여행을 한도로 

여행수당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수당공제는 일반여행(Other travel) 공제와 의료목적 여행(Medical travel) 공제로 나누어지며 

일반여행공제는 T4 slip 의 Box No 32(Travel in a prescribed zone)나 T4A slip 의 Box No 28 의 금액을 한도로 연 2 회의 여행에 

대하여, 의료목적 여행 공제는 T4 slip 의 Box No 33(Medical travel assistance)이나 T4A slip 의 Box No 116 의 금액을 한도로 

여행횟수의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수당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첫째, T4 slip 또는 T4A slip 에 기록된 여행수당금액, 둘째, 비행기, 자동차, 숙박, 식사비 등의 실제 

여행경비 지출액, 셋째, 항공사에서 고시하는 일반 비행기 요금의 세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여행경비를 초과한 여행수당 금액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목적을 위해서 환자와 함께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동반자의 여행 경비를 둘째 항목의 실제 여행경비 지출액과 셋째 항목의 일반 비행기 요금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제가능 금액을 

늘려줍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제 3 자가 동반한 경우에는 둘째 항목의 실제 여행경비 지출액에는 포함하지만 셋째 항목의 일반 

비행기 요금항목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기타 과세소득 공제항목 

캐나다 군인이나 경찰이 위험지역에 종사하면서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군인/경찰공제(Canadian forces personnel and police 

deduc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관련 소득의 50% 금액을 스톡옵션공제(Stock options deduction)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부터 조세협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이혼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총소득에 합산하고 동일한 금액을 과세소득 

공제항목으로 공제합니다. 

  

캐나다-미국 조세협약에 의해 미국 사회보장혜택(US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고 이를 소득에 포함한 경우 소득에 포함한 

금액의 15%를 과세소득 공제항목으로 공제합니다.  

 

http://www.cra-arc.gc.ca/E/pub/tg/t4039/README.html
http://www.cra-arc.gc.ca/E/pub/tg/t4039/READ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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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공제항목을 모두 합산한 과세소득 공제금액을 순소득(Net income)에서 차감하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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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산출세액의 계산 
 

개인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구해지는 세액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출세액(Tax on taxable income)으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둘째는 결정세액(Federal tax and provincial tax)으로 산출 세액에서 

각종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또는 환급세액(Balance due or refund)으로 결정세액에서 

환급가능 세액공제 등을 가감하여 계산되며 이는 최종적인 납부 또는 환급세금을 의미합니다. 

 

(1) 산출세액 계산과정 

과세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연방정부세율과 주정부세율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정부세액이 

연방정부세액의 50% 가량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방 소득세가 중앙정부 소득세의 10%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캐나다 주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추가소득에 대한 추가세금의 비율을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많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져서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율표에서 보듯이 소득구간이 가장 낮은 

$0~$39,676 의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20.06%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지만, 소득구간이 가장 높은 $205,842 이상인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49.8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한계세율이 20.06%인 개인은 추가적인 $10,000 의 소득에 대해 $2,006 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한계세율이 49.80%인 개인은 추가적인 $10,000 의 소득에 대해 $4,980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낮은 한계세율의 소득구간으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종 공제를 활용해서 

순소득 또는 과세소득을 낮추는 방법 둘째,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높을 때 가족 간 소득분산(Income splitting)을 통해 한계세율을 

낮추는 방법 셋째, 연도별 소득 편차가 심할 때 RRSP 나 법인을 이용한 연도별 소득분산을 함으로써 절세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절세계획(Tax planning)이 필요합니다. 

  

(2) 세율표(Tax rate) 

2018 년도 연방정부와 BC 주정부의 과세소득 구간별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세율표(BC주의 경우) 

과세소득구간 
일반 소득(양도, 배당소득 제외) 

양도소득 
배당 소득 

연방 세율 BC 세율 총 세율 Eligible Non-Eligible 

$0~$39,676 15.00% 5.06% 20.06% 10.03% -6.84% 9.23% 

$39,676~$46,605 15.00% 7.70% 22.70% 11.35% -3.20% 12.30% 

$46,605~$79,353 20.50% 7.70% 28.20% 14.10% 4.39% 18.68% 

$79,353~$91,107 20.50% 10.50% 31.00% 15.50% 8.25% 21.92% 

$91,107~$93,208 20.50% 12.29% 32.79% 16.40% 10.72% 24.00% 

$93,208~$110,630 26.00% 12.29% 38.29% 19.15% 18.31% 30.38% 

$110,630~$144,489 26.00% 14.70% 40.70% 20.35% 21.64% 33.18% 

$144,489~$150,000 29.00% 14.70% 43.70% 21.85% 25.78% 36.66% 

$150,000~$205,842 29.00% 16.80% 45.80% 22.90% 28.68% 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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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반소득은 소득구간에 따라 20.06%~49.8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양도소득은 50%가 비과세이고 나머지 50%만 과세대상이므로 일반소득의 ½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사업소득이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할 경우에는 각 주정부의 세율에 따라 주정부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주정부 세금 대신 연방정부 세액의 48%가량인 Surtax 를 내야 합니다.  

 

넷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계산과정이 복잡한데 이는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 때문에 발생합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의 이익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개인이 배당소득을 신고할 경우 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개인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라고 하며 이러한 세액공제 때문에 주주가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까지는 납부할 소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8 년 세금신고시 다른 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실제 배당수령액이 

$31,000(Non-Eligible dividend 의 경우), $56,000(Eligible dividend)까지는 납부할 연방정부 세금이 없습니다. 

 

한편, 낮은 과세소득 구간에서 Eligible dividend 에 대한 세율이 (-)로 나타나는 것은 Eligible dividend 의 배당세액 공제율이 해당 

과세소득 구간의 세율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즉, 낮은 소득 구간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Eligible divided 소득을 추가로 

합산하면 추가되는 세금보다 차감되는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많아서 도리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세액공제 제도 때문에 법인에서 주주인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급여로 지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A 가 $10,000 의 소득이 발생하여 $2,000 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인 

$8,000 을 개인 주주인 B 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회사와 개인 주주가 합하여 납부할 세금은 총 $2,000 입니다. 

한편 회사 A 가 급여 $10,000 을 주주인 B 에게 지급하면 회사는 소득이 $0 이므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고 B 는 $10,000 의 소득이 

발생하지만, 면세점 이하이므로 회사와 개인이 합하여 납부할 세금은 없어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 비해 유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의 경우에는 면세점이 없고 개인은 면세점이 있는 세법 제도의 특징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에게 급여 또는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주주의 소득수준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5,842~ 33.00% 16.80% 49.80% 24.90% 34.20%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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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정세액의 계산(환급불가능 세액공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되는 공제항목으로 소득공제(Deductions)와 세액공제(Tax credit)가 있습니다. 순소득과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나 세액공제는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금액이 $1,000 이 있는 경우 한계세율이 40%인 개인은 소득공제를 통해 $400 의 세금을 줄이게 되나 

한계세율이 20%인 개인은 $200 의 세금을 줄이게 되어 소득수준에 따라 절세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정해진 

세액공제율 만큼의 세금을 줄이므로 만일 세액공제금액이 $1,000 이고 세액공제율이 20%인 경우 모든 개인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0 만큼의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개인은 세액공제 항목보다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에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와 기타세액공제(Other tax credit)가 있습니다. 환급 불가능 

세액공제는 총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더라도 환급해주지 않아서 Non-Refundable Tax Credit 이라고 합니다.  

 

환급불가능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과 조세 목적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등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제외한 환급불가능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연방정부 15%, BC 주정부 5.06%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부금은 연방정부의 경우 $200 까지 15%를 적용하나 $200 이상은 29%(과세소득이 $205,842 이상이면 33%)를 

적용하므로 다른 세액공제에 비하여 2 배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기초 공제(Basic personal amount) 

 정의 : 납세자 누구나 $11,809 를 기초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의의 : 기초공제 때문에 소득이$11,809 이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초공제는 면세점의 기준이 됩니다.  

 

(2) 경로우대자 공제(Age amount) 

 정의 : 65 세 이상의 개인에 대해 최고 $7,333 을 공제합니다. 

 의의 : 순소득이 $36,976 을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의 15%가 차감되므로 순소득이 $85,863 을 넘으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공제(Spouse or common-law partner amount) 

 정의 : 배우자의 순소득이 기초공제금액인 $11,809 이하인 경우 $11,809(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경우 $13,991)에서 배우자의 

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세액 공제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적 배우자 외에도 12 개월 넘게 같이 생활한 

동거인도 포함됩니다. 

 의의 : 배우자의 소득이 기초공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납세자가 배우자 공제를 이용하여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이용하여 부부는 $23,618($11,809 x 2)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더라도 비거주자 배우자의 소득이 적어 납세자가 부양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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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우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배당소득을 납세자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법에서는 배우자의 배당소득을 납세자 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낮아져서 배우자 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공제(Eligible dependant) 

 정의 : 미혼이거나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 없이 혼자서 부모, 조부모나 18 세 미만의 자녀, 손자, 형제자매 또는 18 세 

이상의 장애 가족을 돌보는 경우 배우자 공제와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의의 : 배우자 없이 혼자 경제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 운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5) 배우자 또는 성인 부양가족 Canada caregiver 공제(Canada caregiver amount for spouse or eligible dependant age 18 or 

older) 

 정의 :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18 세 이상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 가족의 소득이 $7,005 에서 $23,391 사이에 있는 경우 최대 

$6,986 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의 : 장애가 있는 배우자나 성인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서 배우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에 최대 

$6,986 까지 추가 공제해줍니다. 

  

 (6) 기타 성인 장애 가족 Canada caregiver 공제(Canada caregiver amount for other infirm dependants age 18 or older) 

 정의 : 18 세 이상의 장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 가족당 최대 $6,986 을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 세 이상인 자녀, 손자/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손녀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어도 실제로 부양했으면 공제할 수 있지만, 이외의 

부양가족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장애 부양가족의 장애 상태에 대한 의사의 서면 소견서를 향후 국세청에서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미성년 장애 가족 Canada caregiver 공제(Canada caregiver amount for infirm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정의 : 18 세 미만인 미성년 장애 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 가족당 $2,182 을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 세 미만 자녀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으며 연중 계속해서 같이 살았어야 합니다.  

 

(8)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공제(CPP contribution through employment) 

 정의 : 근로소득자가 낸 국민연금을 $2,593 의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의의 : T4 slip 의 Box No 16 에 있는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공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세금신고시 환급되며, 과거에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4 년 전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할 경우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9) 사업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공제(CPP contribution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s) 

 정의 :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 부담분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2,593 를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의의 : 사업소득자는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금 각각 4.95%를 합한 9.90%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공제와 같이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한편 고용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순소득 

공제항목으로 사업소득을 줄여줍니다. 

 

(10) 근로소득에 대한 실업보험료 공제(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through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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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실업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858 의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의의 : T4 slip 의 Box No 18 에 있는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공제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초과 납부한 실업보험료는 세금신고시 환급되며, 과거에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3 년 전까지 소급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사업소득에 대한 실업보험료 공제(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ligible earnings) 

 정의 :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본인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세액공제합니다. 

 의의 : 사업소득자는 일반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시에 고용주와 근로자 입장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도 임신, 자녀양육, 질병, 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받는 특별 실업급여(Special benefits)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12) 소방 자원봉사자 공제(Volunteer firefighters’ amount) 

 정의 : 소방서에서 자원봉사자로서 200 시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이행한 경우 $3,000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업무 : 소방서에서 전화 응대나 회의 참석, 소방예방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였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소방서에서 발급한 자원봉사 증명원을 향후 국세청에서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3) 근로 공제(Canada employment amount) 

 정의 :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근로소득 신고시 $1,195 과 근로소득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의 : 근로소득에 대해 다양한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 세법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세제 혜택 제도로 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4) 주택 개조비용 공제(Home accessibility expenses) 

 정의 :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주택을 renovation 하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10,000 을 한도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 캐나다에 있는 주택으로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본인이 소유하면서 거주한 주택 또는 노인 등과 같이 거주한 공제 

신청자가 소유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비용 : 주택의 접근을 쉽게 하거나 주택 내에서 발생할 위험을 줄일 목적의 renovation 비용에 대해 공제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인 자산취득비용, 매년 반복되는 수리/관리비용, 가전제품, 주택관리, 조경 관련 경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5) 주택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정의 : 주택 구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5 년간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5,000 을 세액공제합니다. 원할 경우 배우자 간에 $5,000 을 한도로 나누어서 주택구입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의 편의를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 주택 취득 후 1 년 이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캐나다에 있는 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모바일 홈 등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16) 입양비 공제(Adoption expenses) 

 정의 : 18 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입양이 종료된 연도에 자녀당 $15,905 를 한도로 입양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비 공제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양 부모가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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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비 공제 대상비용 : 입양 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원 비용, 여행경비, 서류 번역비, 외국 기관에 지급한 수속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7) 연금 공제(Pension income amount) 

 정의 : 연금 소득이 있을 때 연금소득과 $2,000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대상 연금 : 종신연금, 연금보험, RRIF 수령금, 해외연금 등을 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노인연금(OAS)과 국민연금(CPP) 또는 

RRSP 해약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18) 장애 공제(Disability amount-Self) 

 정의 : 납세자 본인에게 12 개월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저하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8,235 를 세액공제하며 18 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4,804 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본인이 공제하지 

못하는 금액은 배우자나 부모가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장애 공제를 신청하는 첫 연도에는 의료 전문의가 작성한 T2201 양식(Disability tax credit-장애공제확인서)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국세청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세청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에는 T2201 양식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9) 장애 부양가족 미사용액 공제(Disability amount transferred from a dependant) 

 정의 : 캐나다 거주자인 장애 부양가족이 소득이 적어 본인의 장애공제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8,235 를 한도로(18 세 미만 

자녀의 경우엔 $13,039) 납세자가 미사용 금액을 이전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 부양가족 공제(Eligible dependant) 대상이거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 자매 등으로 기타 성인 

장애 가족 Canada caregiver 공제(Canada caregiver amount for other infirm dependants age 18 or older) 대상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장애 부양가족 미사용액 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연도에는 장애 부양가족에 대하여 T2201 양식(장애공제확인서-

Disability tax credit)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Interest paid on your student loans) 

 정의 :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위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세액공제합니다. 

 의의 : Canada Student Loans Act 등에 따라 승인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할 수 있으며 일반 은행을 통한 대출금 이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때에는 향후 5 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 교육비 공제(Your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교육비 공제는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제금액이 다른 공제항목에 비하여 큽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 과정을 위해 매년 $7,000 의 학비를 낸다고 가정하면 

4 년간 총 교육비 공제 가능금액은 $28,000 가량입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방정부 및 BC 주정부 세액공제율을 합쳐서 20.0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4 년간 교육비 공제를 통해 $5,600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등 학비 금액이 큰 해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낸 경우에는 절세금액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둘째, 기부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액공제항목이 지출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교육비는 평생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적립해 놓은 교육비 금액은 기한 없이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시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는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부모 또는 배우자가 $5,000 까지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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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낸 연도에 세금신고를 해서 교육비 공제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소득이 

없어도 대학생이 세금신고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섯째, 세법에서는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순서를 정해놓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의료비, 기부금, 학자금 이자 

공제 등에 비해 먼저 사용되도록 하고 있어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교육비 공제가 비교적 우선하여 사용됩니다. 

 

교육비 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 본인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학비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립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교육비 적립액도 

공제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교육기관 :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첫째, 캐나다 내의 칼리지를 포함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캐나다 정부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이어야 합니다. 외국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대학에 해당하는지는 교육 관련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post-secondary/designated-school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HRSDC(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에서 인증을 받은 직업학교이어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통학을 통해 다닌 미국 대학이어야 합니다. 넷째, 외국 교육기관 중 학사 이상의 학위를 제공하는 

대학교로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은 외국 교육기관은 a)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교육기관 b) 미국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에서 인정한 해외교육기관 c) 영국의 

커먼웰스 대학협회(Association of Commonwealth Universities)의 회원 d) 학비 보조금 또는 학자금 대출 대상학교로 캐나다 

정부에 의해 지정된 외국 교육기관(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입니다.  

 증빙 서류 : 캐나다 내의 교육기관인 경우 T2202A 등, 외국 교육기관인 경우 TL11A 등을 교육비 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교육비 납부 영수증은 공식적인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T2202A 등의 교육비 영수증에는 학업 내용, 

학비 금액, 풀타임 월수, 파트타임 월수 등이 기록됩니다. 교육비 영수증은 정부에서 빈번하게 요청하는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2) 자녀 교육비 이전 공제(Tuition amount from a child) 

 정의 :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사용하지 못한 교육비 공제액을 부모나 조부모가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방법 : 지출한 연도에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사용하지 않은 교육비만 이전할 수 있고 과거로부터 이월된 미사용 교육비 

적립액은 이전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전 가능한 금액은 $5,000 에서 자녀나 손자/손녀가 공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필요서류 : 이전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교육비 영수증인 T2202A 등의 양식에 교육비 공제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적고 

사인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23) 배우자 미사용액 공제(Amounts transferred from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정의 : 배우자가 소득이 적어서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을 납세자가 이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가능 공제항목 : 배우자가 사용하지 못한 a) 경로우대자 공제(Age amount), b) 연금 공제(Pension income amount), c) 장애 

공제(Disability amount-Self), d) 교육비 공제(Your tuition amounts) 등을 이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처음으로 

장애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T2201 을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육비 공제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 중 $5,000 에서 배우자가 사용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4) 의료비 공제(본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Medical expenses for self, spouse and dependant children)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post-secondary/designated-schoo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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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본인, 배우자 및 18 세 미만의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의 3%와 $2,302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이 적은 개인은 ‘소득의 3%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은 개인은 

‘$2,302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의료비 : 사설 의료보험료, 치과, 병원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 휠체어, 보청기, 안경, 조제약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로부터 40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없어 거주지를 벗어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통비, 80km 이상을 벗어난 

경우에는 교통비 외에 숙박비와 음식비도 의료비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교통비 등의 여행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불가능 의료비 :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 모발 이식, 치아미백, 주정부 의료보험료 납부액,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 비타민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 기간 : 1 년 단위로 지출액을 계산하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달리, 과거 24 개월 중 연속한 12 개월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2017 년 1 월부터 2018 년 12 월까지의 24 개월 중 연속한 12 개월을 선택하여 이 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망 연도의 세금신고시에는 과거 24 개월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에는 의료기관명, 환자 이름, 지급날짜,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방법 :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할 수 있으므로 치과 치료 등의 의료비 지출계획이 있으면 매년 분산하여 

지출하는 것보다 같은 기간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절세목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5) 의료비 공제(기타 가족)(Allowable amount of medical expenses for other dependants) 

 정의 : 만 18 세 이상인 자녀나 손자/손녀 또는 캐나다 거주자인,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해당 부양가족 소득의 3%와 $2,302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방법 :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가능 기간, 공제 방법 등은 의료비 공제(본인, 배우자 및 18 세 미만 자녀)와 같습니다. 

 

(26) 기부금 공제(Donations and gifts) 

 정의 :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기부금 공제 가능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순소득의 75%(사망 연도와 그 이전 연도는 100%)를 

한도로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가 아닌 정치기부금 

세액공제(Federal political contribution) 항목에서 따로 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 가능 단체 :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 종교기관, UN, 캐나다 정부기관(연방, 주, 지방정부),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해외 대학교, 캐나다 정부가 기부금을 지급한 외국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캐나다 내 단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arities-giving/charities-listings.html) 일반적으로 외국에 있는 자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국 소득이 있으면 미국 소득의 75%까지 미국 국세청에서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 연방정부 세액공제와 BC 주정부 세액공제를 합하여 최초 기부금의 $200 까지는 20.06%, 이후 기부금액의 

45.8%(과세소득이 $205,842 이상이면 49.8%)를 공제합니다. 이러한 높은 공제율 때문에 기부금 공제는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절세효과가 큽니다.  

 비현금 자산의 기부 : 비현금 자산을 기부할 경우 캐나다 세법에서는 이를 기부 시점의 시장가격에 매각한 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비현금 자산을 기부할 때에는 기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기부금 

공제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상장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산의 양도소득를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상장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갖고 있을 때에는 이를 매각하고 현금을 기부하는 것보다 직접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arities-giving/charities-list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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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방법 : 기부금은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와 이후 5 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이월되지 않는 다른 공제 항목이 있으며 이를 먼저 사용하고 기부금은 이월하여 향후 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세금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한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of Charity), 기부금 일련번호, 기부자의 이름 및 주소, 기부금액, 발급인의 서명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교육비나 RRSP 등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기부금 미사용금액은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공제 가능한 기부금 금액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27) 기타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기타 환급불가능 세액공제로 Search and rescue volunteers’ amount (SRVA)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공제 항목을 모두 합하면 환급불가능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 금액이 계산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가이드 
 
 

 

                                                                                       42                      
 

 

남궁 재 
J. NAMGUNG CPA INC 

회 계 법 인 

 

홈페이지 www.wooricpa.ca I Email jng2006@hotmail.com I Tel 604-282-7711 

205-1130 Austin Ave, Coquit lam, BC, V3K 3P5(코퀴들람  남한산성  옆) 

IX. 결정세액의 계산(기타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타 세액공제(Other tax credits)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정의 : 캐나다 거주자가 외국에 소득이 있으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이를 캐나다에서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세법에서는 외국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 가능 외국납부세액 : 외국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외국의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에 낸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에 낸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소득과 관계없는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관세, 재산세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에 낸 사회연금(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납부액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지만, 캐나다와 미국의 조세협약에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공제 금액 : 외국 정부에 낸 세금과 외국 소득에 대하여 캐나다 세법에 의해 계산된 납부세금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종류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첫째, 이자/배당 등의 투자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의 

'비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둘째, '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해당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비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향후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미사용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과거 3 년에 걸쳐 소급하거나 향후 10 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금액의 15% 까지만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Box 232 의 기타 소득공제항목으로 공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자/배당 등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15%를 초과하여 낸 

외국납부세액이 있으면 세금 감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방법 : 소득에 대한 일차적 과세권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내고, 캐나다에서는 외국 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최종적인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T2209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정부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위해서는 T2203 양식을 사용하여 해외사업소득을 캐나다 내의 소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정부 세금 계산에서 모두 공제하지 못한 비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으면 T2036 양식을 사용하여 주정부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별도로 계산하고 공제합니다.  

 제한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 : 캐나다는 주요 국가들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캐나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얻은 특정 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제한세율 

규정이 있는 특정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제한세율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와 

한국의 조세협약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각각 10%와 1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러한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세금을 낸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초과하여 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 T2209 양식과 함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계산내역과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식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식서류로는 한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미국의 경우 W-2 information, US 1040 세금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2)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및 최저한세 이월금(Minimum tax carry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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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최저한세는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의 대상 : 세법상 다양한 세금 공제제도, 예를 들면 양도소득 공제, 배당세액 공제, 유한파트너쉽 손실, 투자관리/이자비용, 

정치기부금 공제 등을 이용해서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받은 경우 최저한세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000 가량의 양도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 연방정부와 BC 주정부 최저한세를 포함하여 $38,000 가량의 최저한세를 내야 합니다. 

 최저한세 이월금 : 최저한세는 납부연도 이후에 최저한세 이월금으로 전환되어 향후 7 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선납세금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저한세 이월금은 7 년 동안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소멸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배당세액 공제(Dividend tax credit) 

 정의 :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의 법인 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Gross-up 제도와 배당세액 공제제도(Dividend tax credit)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을 법인세 차감 전 소득으로 환원시키고 법인세 납부액을 개인소득세 계산에서 세액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데, 전자를 Gross-up 이라고 하고 후자를 배당세액 공제(Dividend tax credit)라고 합니다. 

 배당의 종류 :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종류에는 Eligible dividend 와 Non-eligible dividend 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ligible dividend 는 높은 법인세율을 납부한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을 말하고, Non-eligible dividend 는 낮은 법인세율을 납부한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을 말합니다. 주주 입장에서 배당소득이 어떤 종류인지는 금융기관이나 법인에서 발급해 주는 T3, T5 slip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Box No 24 에 있는 금액이 실제로 받은 Eligible dividend 금액이고, Box No 10 에 있는 금액이 실제로 

받은 Non-eligible dividend 금액입니다. 

 Gross-up 비율(연방정부) : Eligible dividend 는 실제 받은 배당액에 1.38 배의 Gross-up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Non-eligible dividend 는 실제 배당액에 1.16 배의 Gross-up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Eligible dividend 로 받은 배당금이 $10,000 일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1.38 배로 Gross-up 된 후의 

$13,800 이며, Non-eligible dividend 로 $10,000 을 받은 경우에는 1.16 배가 Gross-up 된 $11,600 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ligible dividend 의 Gross-up 비율이 Non-eligible dividend 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Eligible dividend 를 지급한 회사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인세 차감 전 소득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높은 Gross-up 비율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Gross-up 된 배당소득 금액은 Eligible dividend 의 경우 Box No 25, Non-eligible dividend 의 경우 Box No 11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당세액 공제금액(연방정부) : 배당세액 공제금액도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Eligible dividend 의 경우에는 

Gross-up 후 배당소득 금액의 15.02%, Non-eligible dividend 의 경우에는 Gross-up 후 배당소득 금액의 10.03%를 적용한 금액을 

배당세액 공제액으로 적용합니다. Eligible dividend 의 배당세액 공제금액이 Non-eligible dividend 에 비하여 크므로 Eligible 

dividend 를 받은 경우가 Non-eligible dividend 에 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냅니다.  

 

(4) 정치 기부금 공제(Federal political contributions) 

 정의 : 연방 정당이나 연방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지급한 정치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금액 : $650 을 한도로 정치기부금의 0~$400 까지는 기부금의 75%, $400~$750 까지는 50%, $750~$1,275 까지는 33 1/3%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1,275 를 초과하는 정치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된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달리 향후 연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1,275 이상의 정치자금을 후원할 경우에는 여러 해에 걸쳐서 분산하여 기부하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항목 외에 다른 기타 세액공제 항목으로 투자 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노조 주도 투자펀드 

세액공제(Labour-sponsored funds tax credi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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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납부세액의 계산(환급가능 세액공제 등) 
 

개인소득세 계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납부 또는 환급세액(Balance due or Refund)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결정세액에서 

환급가능 세액공제 등을 가감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환급가능 세액공제 등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사업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CPP contributions payable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s) 

 정의 : 근로, 사업소득이 $3,500 이상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대신 납부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본인 스스로 국민연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매월 결정되지 않고 수입, 비용 계산과정을 거쳐서 세금신고시에 확정되므로 국민연금 납부액도 세금신고시 

결정됩니다. 매월 국민연금을 나누어서 내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는 한꺼번에 국민연금을 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내야 할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으면 이를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미 :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을 세금신고 시점에서 소득세와 합산하여 내야 하므로 국민연금을 개인소득세의 

일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와 동시에 없어지는 세금과 달리, 은퇴 이후에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저축의 성격이므로 세금과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소득 대신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업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 한국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캐나다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 등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액(Total income tax deducted) 

 정의 : 제 3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각종 연금과 RRSP 해약금 등이 있습니다. 

 신고방법 : 고용주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slip 에 있는 원천징수액을 세금신고시 기록합니다. 즉, 근로소득의 경우 T4, 각종 

연금소득의 경우 T4(OAS), T4A(P), T4E slip 과 RRSP 해약금의 경우 T4RSP slip 의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신고합니다. 한편, 

외국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액에 포함하지 않고 기타세액공제 항목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3) 소득세 선납세액(Tax paid by instalments) 

 정의 : 소득 수준보다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이 충분하지 않은 납세자는 분기별로 나누어 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분할 납부대상이 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임대, 투자,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 선납을 통해 국세청에서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며, 납세자는 일시적인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 전년 또는 전 전년도의 추가납부세액(Net tax owing)이 $3,000 이상이고 금년도의 추가납부세액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를 나누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년이나 전년도의 추가납부세액이 $3,000 이하일 때에는 소득세 선납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기한 : 총 소득세 분할 납부액을 3 월 15 일, 6 월 15 일, 9 월 15 일, 12 월 15 일에 걸쳐 대략 1/4 씩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방법 : 소득세 선납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년도와 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No-calculation option)으로 소득수준이 매년 비슷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전 전년도 추가 

납부액의 1/4 을 각각 3 월 15 일과 6 월 15 일에 납부하고 전년도 추가 납부액의 1/4 을 9 월 15 일과 12 월 15 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Prior-year option)으로 금년 소득이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전 전년도와 

많이 다른 경우에 사용합니다. 납세자가 전년도 추가납부액의 1/4 을 분기마다 납부기한에 걸쳐 납부합니다. 셋째, 금년도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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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Current-year option)으로 금년 소득이 과거 연도와 차이가 클 경우에 사용합니다. 과거 연도 납부액과 

관계없이 납세자가 금년도 추가납부액을 추정하고 추정액의 1/4 씩을 분기마다 납부합니다. 

 납부방법 : 국세청 웹사이트의 My payment 에서 납부하는 방법,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발급한 납부영수증(Form INNS3)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방법, 국세청에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자 및 벌금 : 소득세 선납 대상자가 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며 2018 년 4 사분기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6%입니다. 한편, 벌금은 이자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현실적으로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의료비 보조 환급금(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정의 : 근로, 사업소득자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장애 의료비용이나 의료비를 지출하여 장애 의료비용 공제 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액의 일정 금액을 의료비 보조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세금을 줄여주는 다른 

의료 공제제도와는 달리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 의료비 보조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 의료비용 공제액 또는 의료비 공제액을 신청하면서 둘째, 18 세 

이상으로 1 년 내내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며 셋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3,566 이상이고 넷째, 가구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환급금액 계산 : 장애 의료비용 공제액과 의료비 공제액을 합한 금액의 25%와 $1,222 중 적은 금액에서, 가구 순소득에서 

$27,044 를 차감한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의료비 보조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즉, 의료비 보조금의 한도액은 

$1,222 으로 장애 의료비용 공제액과 의료비 공제액의 25%를 지급하되, 가구소득이 $27,044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만큼 보조금이 줄어들어 가구소득이 $51,484 이상이면 환급금이 없어집니다. 

 의의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납세자만 의료비 보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세법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하나입니다.  

 

(5) 근로장려금(Working Income Tax Benefit) 

 정의 :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성격의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 사업소득 또는 과세되는 장학금 및 연구개발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1 년 내내 캐나다 거주자로서 첫째, 19 세 이상 이거나, 19 세 미만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둘째,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하고 셋째, 자녀가 없는 경우 13 주 이상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았어야 하며 넷째, 90 일 이상 법적으로 구금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 : 자녀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근로장려금 한도액이 달라지는데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1,218,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1,932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19 세 미만으로 함께 거주하였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며, 배우자는 1 년 내내 캐나다 거주자로 자녀가 없는 경우 13 주 이상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90 일 이상 법적으로 구금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등이 일정 

금액(BC 주 거주자의 경우 $4,750)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본인 또는 가구 순소득이 일정 금액(BC 주 거주자의 경우 독신은 

$20,918,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30,043) 이하이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을 통해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고, 둘째 조건을 통해 순소득이 많은 개인에게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가 있는 납세자는 기본 근로장려금 외에 근로장려금 장애보조금(WITB disability supplement)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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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소득에 대한 실업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payable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ligible earnings) 

 정의 : 개인사업자가 실업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실직을 제외한 임신, 자녀양육, 질병, 가족부양 등에 대한 특별 

실업보험금(Special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세금신고시 내야 합니다.  

 

(7) 사회보장혜택 반환금(Social benefits repayment) 

 정의 : 노인연금(OAS)이나 실업보험금(EI)을 받은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받은 금액의 일부를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금의 계산 : 노인연금은 순소득이 $75,910 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실업보험금은 $66,37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과 

실업보험금 수령액 중 적은 금액의 30%를 반환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8) GST/HST 환급금(Employee and partner GST/HST rebate) 

 정의 : 근로비용 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나 파트너쉽 경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한 파트너는 관련 비용에 대해 납부한 GST/HST 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조건 : GST/HST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 또는 파트너쉽이 GST/HST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GST/HST 가 

비과세되는 업종에서 일할 때에는 GST/HST 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GST/HST : 근로비용이나 파트너쉽 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의 유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한 시점에 

GST/HST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기간에 걸쳐서 GST/HST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환급금에 대한 수익인식 : GST/HST 환급금은 이를 환급받은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경우엔 Line 104 의 기타 

근로소득으로, 파트너인 경우에는 Line 9974 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환급금을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근로비용 

등의 공제시에 GST/HST 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비용으로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GST/HST 

환급금은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잔존가액(Undepreciated capital cost)에서 차감하여 향후 감가상각비를 

줄여줍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 GST 370(Employee and Partner GST/HST Rebate Application) 양식을 사용하여 근로비용이나 파트너쉽 

경비에 대한 GST/HST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과거에 신청하여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4 년 전까지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 교육장비 공제(Eligible educator school supply tax credit) 

 정의 : 주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고 초중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교육장비를 지출한 경우 $1,000 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장비 : 교육목적의 책, 게임, 퍼즐 등의 교재 또는 교육 소프트웨어 등을 취득해서 사용했어야 하고 지출경비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돌려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10) 주정부세액(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 

연방정부세액과는 별도로 주정부 세법에 따라 계산된 주정부세액을 납부합니다. 주정부세액의 일반적인 계산과정은 연방정부 

세금 계산과정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환급불가능 세액공제 등의 일부 항목이 연방정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 초과납부금(CPP overpayment) 

근로자는 $3,500 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의 4.95%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데 연간 납부 한도액은 $2,593 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데 만일 고용주가 법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국민연금 초과납부금으로 세금신고시 환급 신청합니다. 초과납부금은 T4 slip 의 Box No 16 의 금액에서 법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을 초과로 납부한 경우 고용주는 별도로 신청(PD24E- Application 

for a Refund of Over-deducted CPP Contributions or EI Premiums)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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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업보험료 초과납부금(Employment Insurance overpayment)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1.66%를 실업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연간 납부 한도액은 $858 입니다. 실업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데 만일 법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실업보험료 초과납부액으로 환급 

신청합니다. 초과납부금은 T4 slip 의 Box No 18 의 금액에서 법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실업보험료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 초과납부금은 고용주가 별도로 신청(PD24E- Application for a Refund of Over-deducted CPP Contributions or EI 

Premiums)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주정부 판매세 환급금(Provincial sales tax credit) 

19 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BC 주 거주자가 소득이 낮으면 개인당 $75 를 한도로 주정부 판매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항목 외에 투자세액 공제(Refund of investment tax Credit), 신탁 세액 공제(Trust tax credit), 주정부 세액 

공제(Provincial and territorial credits) 등의 환급가능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결정세액에서 환급가능 세액공제 등을 가감하여 

납부세액(Balance due) 또는 환급세액(Refund)이 계산됩니다.  

 

납부세액(Balance owing)이 계산되면 4 월 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청 홈페이지의 My payment 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둘째,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셋째, 

정부에서 받은 개인별 납부용지나 E-file 용 납부용지(T7DR)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넷째, 수표를 국세청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서 납부합니다. 수표를 보낼 때에는 수표에 영문 이름, Social Insurance Number, 세금 연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과 협의(전화번호 : 1-888-863-8657)하여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세금신고는 늦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을 늦게 내면 약간의 이자만 부과되지만, 세금신고가 늦어지면 

미납부세액에 대해 최소 5%의 높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환급세액(Refund)이 계산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신고확인서(Notice of assessment)와 함께 환급금을 수표 또는 은행 계좌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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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신고방법 및 신고 후 절차 
 

 

(1) 세금신고 방법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전산신고(E-File 또는 Net-File)와 우편신고(Paper-File)가 있습니다. 전산신고는 우편신고와 

비교하면 세금신고 처리 기간이 2 주가량으로 짧고, 세금신고시 T4, T5 등 각종 slip 이나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하지만 파산자, 간주거주자, 비거주자, Social Insurance Number 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등에는 

전산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우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우편신고는 전산신고보다 처리 기간이 4 주에서 6 주가량으로 오래 걸리며, 각종 slip 등 증빙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한편, 

세금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수작업으로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금신고와 관련한 증빙서류는 6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공식적인 영수증 외에도 은행명세서, 수표 등의 자료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File 하는 경우로 회계사 등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Net-File 하는 경우로 국세청에서 승인받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세금신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스스로 세금계산을 하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Paper-File 하는 경우로 전산신고에 익숙하지 않거나 전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으로 세금신고서를 보내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 세금신고 후 절차 

1)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 

세금신고 후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assessment)를 받게 됩니다. 세금신고 확인서는 세금신고가 

접수되었고, 기본적인 검토 결과 명백한 오류나 누락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검토나 감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신고 확인서에는 날짜, 신고인의 이름, Social Insurance Number, 

신고연도, 관할 세무서 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간략한 세금계산내역,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착오 등을 수정한 국세청의 

수정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 개인별로 향후 세금신고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로, RRSP 공제 한도(RRSP deduction 

limit), RRSP 미공제 금액(Unused RRSP contributions), 이월 양도손실 및 이월 비양도손실(Capital and non-capital loss balance), 

이월교육비 공제액(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carry-forward balance), 비과세저축계좌(TFSA-Tax Free Savings 

Account)에 대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 미사용 공제액은 세금신고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의 자료검토(Review) 

캐나다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신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일부 납세자에게 공제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 요청은 세금신고 확인서가 발송되기 전 단계(Pre-assessment Review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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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확인서가 발송된 이후의 단계(Processing Review Program), 고용주나 금융기관 등의 제 3 자가 T4, T5 등을 통해 신고한 

내역과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비교하는 단계(Matching program)에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무작위로 선별하거나 둘째, 제 3 자가 제출한 T4, T5 등의 자료와 신고내용을 

비교한 결과 차이점이 발견될 때 셋째, 공제항목의 성격상 자료검토가 필요할 때 넷째, 과거의 자료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이며, 

세금신고 방법(전산신고 또는 우편신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자료검토는 세무감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성실하게 세금신고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한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자료제출 요청을 받게 되면 제출 기간 내(일반적으로 요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출 기간 내에 요청서류를 보내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기존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검토시 주로 요청하는 증빙서류로는 기부금, 학비, 의료비, 이사비용, 외국납부세액 등이 있습니다. 

 

3) 수정신고(Adjustment return) 

세금신고 후에 누락하거나 잘못된 신고사항을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통하여 기존의 세금신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신고 확인서를 받은 후에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전체 세금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서(T1-Adj, Adjustment Request) 

또는 수정내용을 기록한 편지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보냅니다. 과거 연도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10 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8 년도에는 2008 년까지의 세금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정신고를 검토한 후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세금신고 확인서(Notice of reassessment)를 보내주며 일반적으로 

전산으로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2 주, 우편으로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8 주가량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4)  과거 연도 세금신고(Previous year's return) 

납세자가 과거 연도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정신고와 동일하게 과거 

10 년 전까지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 세금신고는 우편으로만 가능하고 소득이나 공제항목에 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연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세금신고 요구를 받거나 사회보장혜택 신청 

또는 교육비 등을 적립하기 위해서입니다.  

 

(3)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 

1) 제도의 취지  

자진신고제도는 과거의 미신고 또는 부정확한 세금신고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법적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는 과거의 잘못된 세금신고를 벌금이나 처벌 없이 수정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세금신고제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벌금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따라 계산되는 세금과 이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개인, 법인, 신탁 등의 세금신고 의무 불이행, 소득 누락, 부당한 비용공제, 급여 원천징수 미납, GST 미신고, 해외자산신고 등의 

미신고, 해외소득의 누락 등을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각종 Election, 파산자 

세금신고 등은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못해서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RC4288(Request 

for Taxpayer Relief) 양식을 이용하여 벌금 등에 대한 면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승인조건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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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발적(Voluntary)이어야 합니다. 즉,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신고 또는 세무감사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는 ‘자진신고’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완전(Complete)하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정확하고 빠짐없어야 하며 국세청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 기간까지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이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오류나 누락 등은 

용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벌금(Penalty)이 부과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진신고제도의 취지가 미신고 등에 따른 벌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정신고(T1 Adjustment)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넷째, 법적 신고 기간 이후로 1 년 이상 지났어야(One year past due) 합니다. 예를 들어 2017 년 개인 세금신고시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신고 기간은 2018 년 4 월 말 또는 6 월 15 일(사업소득자의 경우) 이었으므로, 

법적 신고 기간 이후로 1 년이 지난 시점인 2019 년 5 월 1 일 또는 6 월 16 일 이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신고 기간 이후 

1 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제도가 아닌 일반적인 수정신고로 간주되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적 신고 기간 이후 1 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의 수정신고인 경우에도 과거 여러 연도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예상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신고방법 

RC199(Voluntary Disclosure Program Taxpayer Agreement) 양식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국세청에 우편으로 신고합니다.  

첫째,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둘째, 세무 전문가 등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대리권 승인문서(T1013, RC59, CPT139)를 

첨부합니다. 

셋째, 자진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a) 다섯 가지 자진신고제도 조건의 충족 여부 b) 수정내용 및 금액 c) 신고연도 d) 

자진신고의 종류(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해외자산 신고 등) e) 법인일 경우 법인의 업종 등을 기록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신고할 때 과거 연도의 수정신고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과거 

연도 수정신고 내용을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승인하면 이후 수정신고서를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수정세금신고가 이루어집니다. 

 

5) 국세청의 처리방법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제도 중 방법 중 하나로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첫째, General program 에 따라 승인할 경우 과거의 잘못된 신고에 대한 모든 벌금과 일부의 이자를 면제합니다.  

둘째, Limited program 에 따라 승인할 경우 형사고발이나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따른 벌금은 면제하지만 그 외 다른 

벌금과 이자는 부과합니다. 

위의 둘 중 어느 제도에 따라 처리할지는 과거 잘못된 세금신고의 고의성, 세금 액수, 누락 연도 횟수, 납세자의 세법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 실무적 유의사항 

자진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실무적으로 엄격하게 요구되는 요건과 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과 형식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자진신고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