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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러기 아빠의 세금 신고(거주자 vs. 비거주자) 

 

1. 캐나다 세법상 세금싞고 의무 판단 

 캐나다 세법은 이민법상의 신분(영주권/시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resident) 여부에 따라 

세금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법임 

(싞분에 따라 세금싞고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과 에리트리아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함) 

 거주자읷 때 세금싞고의 의무가 있고 각종 사회보장혜택과 세법상 각종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 등) 

 거주자의 종류 및 과세방법 

거주자의 종류 주요 판단 기준 과세 방법 

거주자(Resident) 캐나다에 읷상적으로 거주(reside)하는 경우 젂 세계 소득 합산 싞고 

실질 거주자(Factual 

resident) 

캐나다에 읷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주요핚 

거주관계가 있는 경우 
젂 세계 소득 합산 싞고 

갂주 거주자(Deemed 

resident) 

캐나다에 주요핚 거주관계가 없으면서 1 년 중 

183 읷 이상 체류(sojourn)하는 경우 / 해외에 

파견된 캐나다 공무원과 가족 

젂 세계 소득 합산 싞고 

(주정부세 대싞 surtax 적용) 

읷부기갂 거주자(Part 

time resident) 
캐나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된 연도의 경우 

거주 기갂에 핚해 젂 세계 소득 

합산 싞고 

비거주자(Non-resident) 
캐나다에 주요핚 거주관계가 없으면서 1 년 중 

183 읷 이상 체류(sojourn)하지 않는 경우 

캐나다 내의 근로, 사업, 양도소득 

만 싞고함 

갂주 비거주자(Deemed 

non-resident) 

조세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캐나다 내의 근로, 사업, 양도소득 

만 싞고함 

 거주자와 비거주자 세금싞고 의무의 가장 큰 차이는 거주자는 젂 세계에서 발생핚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나 비거주자는 캐나다 내에서 발생핚 소득만 과세핚다는 것임 

 거주자 여부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발갂핚 지침서(S5-F1-C1: 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읷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정기적, 읷상적으로 생홗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성읶 유학생 또는 미성년자 유학생 부모 등도 거주자에 해당함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캐나다에 주요핚 거주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여 

세금싞고 의무가 있음 

 183 읷 이상 체류(sojourn)규정은 캐나다에 거주관계가 없는 개읶에게만 적용되므로 가족 등이 

캐나다에 있으면 체류기갂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여 세금싞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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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핚국 등 다른 나라에서 거주자로 세금싞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의해 갂주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세금싞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거주자 여부의 구체적 판단 항목(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거주관계 구체적 사례 

Significant  

residential tie 

(중요핚 거주관계) 

 - 주택 소유 또는 임차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여부 

(단, 주택을 임대핚 경우 또는 부부갂 별거의 경우 해당되는 중요핚 거주관계가 없는 것으로 봄) 

Secondary  

residential tie 

(이차적 거주관계 

- 다른 요건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 개읶 소유 재산 유무(가구, 의복, 자동차) 

 - 사회적 연결관계(회원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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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또는 노동비자 

 - 의료보험 

 - 캐나다 여권 

 - 자동차 면허증 

 - 임시거처 또는 별장 

 -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젂문가 단체 회원권 소유 

Other residential tie - 우편주소, 은행 금고, 개읶 우편 사서함, 싞문 잡지 구독 여부 등 

 읷반적으로 캐나다를 떠날 때 중요핚 거주관계(Significant residential tie)를 모두 단젃하지 

않는 핚 계속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캐나다 영주권 또는 캐나다 여권은 이차적 거주관계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통해 캐나다 세법은 

신분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예)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주요핚 거주관계를 단젃하고 다시 핚국으로 

돌아가 생홗하는 경우 세금싞고의 의무 없으며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예) 캐나다 영주권이 없어도 캐나다에서 살 때에는 거주자로서 세금싞고의 의무가 있고 

세금싞고를 통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캐나다에서 핚국 소득을 싞고핛 경우 젂반적으로 캐나다 소득세율이 핚국보다 높아서 핚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싞고핛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표 1 핚국과 캐나다의 세금 비교표 참조 

 핚국과 캐나다 양국의 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핚 젃세 대책이 필요하며 이때 세율이 높은 

캐나다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RRSP 등의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이용하여 젃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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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협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 

 

 캐나다 세법상 실질거주자(Factual resident)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나라 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것이 읷반적임 

 이처럼 캐나다와 다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양 국가에 동시에 거주자에 해당핛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되면 캐나다 세법상 갂주 비거주자(Deemed non-resident)에 

해당하여 캐나다에서 세금 싞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조세협약에 따른 갂주 비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s in Tax treaty)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함 

 

 

1) 항구적 거주지(permanent home) : 소유권과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택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판정됨 

2) 읶적 및 경제적 관계(centre of vital interest) : 읶적, 사회, 경제적 거주관계가 어느 나라에 더욱 

밀접핚지에 따라 판정됨 

3) 읷상적 거주지(habitual abode) : 1 년 중 주로 어느 나라에 거주하였는가에 따라 판정됨 

4) 국적(citizenship) : 어느 나라의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판정됨 

5) 양국 세무당국의 상호협의 : 위의 네 가지 조건에도 판정이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결정함 

 

 거주자 여부에 관핚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청에 요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NR73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Leaving Canada) 또는 NR74(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Entering Canada) 양식을 보내고 판정받음 

  

다섯째 : 양국 세무당국의 상호협의

넷째 : 국적(citizenship)

셋째 : 읷상적 거주지 (habitual abode)

둘째 : 읶적 및 경제적 관계(centre of vital interest)

첫째 : 항구적 거주지(permanen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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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러기 엄마의 세금 신고 

 

1. 세금싞고를 해야 하는 경우 

 납부핛 세금이 있는 경우/사업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CPP)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 싞고 요구를 받은 경우 

 부동산 등의 자산 매각이 있는 경우 

 세금 싞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싞고의 의무가 있음 

 

2. 세금 싞고의무가 없어도 세금 싞고를 하는 것이 유리핚 경우 

 가구 소득이 적어서 사회보장 혜택(CCB, GST credit, WITB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표 2 사회보장 혜택 요약 / 표 3 주요 사회보장 제도 자격요건 참조 

 미리 납부핚 세금을 홖급받기 위해(예 :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 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적립하여 향후에 사용하기 위해 

 

3. 기러기 엄마의 소득 종류별 싞고 방법 

소득 종류 필요 서류 비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T3, T5, 금융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싞고함 

근로소득 T4, T4A,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싞고함 

사업소득(홈스테이 등) 
수입/비용 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싞고서 
주택 사용경비와 자동차 경비 등을 공제 가능함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비용 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싞고서 
주택의 읷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싞고하여야 함 

부동산 양도소득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싞고서 및 

매매계약서(취득/양도) 
본읶이 거주하는 1 가구 1 주택은 비과세임 

 

4. 기러기 엄마의 주요 공제 내용 

공제 항목 필요 서류 비고  

RRSP 구입 RRSP 구입 영수증 구입핚 금액만큼 소득공제됨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조제약, 짂료비, 치과, 

안경 등) 
해외에서 지출핚 의료비용도 공제가능함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세금 싞고용) 최고 43.7%의 세금 젃약 효과 있음 

교육비 
T2202A(캐나다 대학), TL11A(해외 

대학) 

자녀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이젂하여 

$5,000 까지 사용 가능함 

대중교통비 월 단위 Transit Pass 및 구입 영수증 본읶, 배우자 또는 19 세 미만의 자녀의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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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러기 자녀의 세금 신고 

 

1. 기러기 자녀가 세금 싞고를 해야 하는 이유 

 대학 등록금을 적립하여 향후 세금싞고 시 공제받기 위해 

 사회보장 혜택 중 GST credit 을 받기 위하여(연갂 $400 가량임)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있을 때 RRSP 구입핚도를 적립하기 위해 

 

2. 다른 주에서 학업하는 경우 

 12 월 31 읷 현재 가장 거주요건이 밀접핚 곳을 거주지로 싞고함 

 

3. 외국에서 학업하는 경우 

 캐나다를 떠나 있어도 캐나다에 주요핚 거주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함 

 향후 캐나다로 돌아와 경제홗동을 핛 것에 대비하여 세금싞고를 매년 하는 것이 중요함 

 과거에 세금싞고를 하지 않아 교육비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 과거 10 년까지 싞고 가능함 

 

4. 기러기 자녀의 주요 세금 싞고 내용 

소득 및 공제 종류 필요 서류 비고  

장학금 T4A 대부분의 장학금은 비과세임 

근로소득 T4, T4A 향후 RRSP 구입핚도 적립 목적으로 싞고함 

교육비 
T2202A(캐나다 대학) 

TL11A(해외 대학) 

교육비 공제 가능 해외 대학 여부는 

www.canlearn.ca 에서 알 수 있음 

학자금 이자 영수증(세무싞고용) 
Canada Student Loans Act 등에 따라 승읶된 

대출금에 대핚 이자만 공제대상임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비용 명세서 

읷정핚 요건을 갖추면 임대 주택도 1 가구 

1 주택으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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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외자산 신고제도 

1. 싞고 대상자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외자산의 합계가 $100,000 이상 있으면 T1135 양식을 작성하여 싞고함  

 처음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싞고가 면제되며 부부 공동명의의 자산은 각자 싞고함 

 

2. 싞고 대상 자산의 종류 

 예금, 적금 등의 해외금융계좌 

 해외법읶 주식  관계회사주식(Foreign affiliate)은 해외자산 싞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외법읶 

싞고제도(T1134)를 통해 별도로 싞고해야 함 

 대여금, 미수금, 채권 등 

 비거주자 싞탁 지분 

 해외 부동산  가족이 거주하거나 사업(active business)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싞고면제임 

 캐나다 증권회사 등을 통해 보유핚 해외주식 / 기타 

 

3. 자산의 평가 방법 및 홖율 적용  

 해외자산 금액은 원가로 평가함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젂 취득핚 자산은 거주자가 된 시점의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으로 다시 평가하여 원가금액을 계산함 

 자산금액 및 관련 소득을 취득 또는 발생 시점의 홖율을 적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홖산함 

 

4. 싞고 방법 및 싞고기핚 

 세금싞고서 양식 두번째 페이지에 해외자산 보유여부에 대해 표시함 

 해외자산의 합계가 $100,000 이상 ~ $250,000 이하읶 경우 : T1135 양식에 각 자산별 보유여부의 표시, 

자산의 보유로 읶해 발생핚 손익과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손익 등을 싞고함 

 해외자산의 합계가 $250,000 이상읶 경우 : T1135 양식에 각 자산의 소재 국가명, 금융기관명, 연중 

최고원가금액, 연도말 원가금액, 자산의 보유로 읶해 발생핚 손익과 자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손익 등을 

싞고함 

 싞고기핚은 소득세 싞고기핚과 동읷함(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4 월 말까지, 사업소득 있는 경우 6 월 15 읷) 

 

5. 벌금 

 단순 미싞고시 매읷 $25(최소 $100 - 최고 $2,500) / 고의적읶 누락(Gross Negligence)의 경우 매월 $500 

(최고$12,000) / 2 년 이상 싞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싞고자산의 5% 

 싞고하였으나 의도적으로 누락핚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의 5%와 $24,000 중 큰 금액 

 

6. 과거의 잘못된 해외자산 싞고의 수정 

 과거 연도 해외자산 싞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싞고핚 경우 자짂싞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이용하여 싞고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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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비거주자의 세금신고 

 

1. 캐나다를 떠날 때 세금싞고 방법 

 떠나는 연도 : 읷부기갂 거주자(Part time resident)에 해당하므로 캐나다를 떠나는 날까지 발생핚 

젂 세계 소득에 대해 싞고하여야 함 

 해외자산 싞고 : 세금 싞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싞고를 하여야 함 

 출국세(Departure tax) 납부의무 : 떠나는 시점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이를 

떠나는 날에 매각핚 것으로 갂주하여 소득을 계산하여 싞고하여야 함 

 보유자산 싞고제도(T1161) : 캐나다를 떠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이 $25,000 을 넘는 경우에 

해당자산을 싞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캐나다와 핚국 등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하여 

싞고하여야 함(미싞고시 최대 $2,500 벌금 부과함) 

 RRSP 유지 여부 결정 : RRSP 가 있는 경우 이를 떠나기 젂에 해약하여 거주자로 싞고핛지(본읶의 

핚계세율에 따라 과세됨) 또는 떠난 후에 해약핛지(원천징수 25%로 세금 납부함) 결정하여야 함 

 국세청과 금융기관과 등에 캐나다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2.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Section 216) 싞고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캐나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료됨  이 경우 실제 임대소득에 비하여 과도핚 세금을 납부하게 됨 

 이러핚 과도핚 세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Section 216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경비를 공제핚 

후의 순임대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핛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세금대상 연도 이후 2 년 

이내에 세금 싞고해야 함 

넷째 : 비거주자 임대소득 싞고를 통해 읷부의 세금을 홖급받음

셋째 : 연갂 임대료와 비용정산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

둘째 : 임대 수입의 2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함

첫째 : 비거주자 계좌를 오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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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내에 대리읶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NR6 양식을 통해 총 임대료의 25%가 아닌 순수 

임대소득의 25%만 원천징수하여 선납하겠다고 싞청핛 수 있음  다음연도 6 월 말까지 세금싞고 

해야 함 

 

3.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싞고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핛 경우 비거주자읶 매도자가 세금납부 의무를 완료핛 때까지 매수자는 

총 매매대금의 25%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함(Hold back) 

 매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아서 매수자 측에 제출하고 

유보금을 돌려받는 젃차가 필요함 

 다음연도에 세금싞고를 통해 선납 세금 중 읷부를 홖급받으며 홖급금액은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짐 

 

4.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싞고 

 비거주자가 캐나다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는 비과세임 

 특수관계자에게 받는 이자는 과세되며 핚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에 의해 10%가 원천징수됨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협약에 의해 15%의 원천징수 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5. 비거주자의 연금소득(Section 217) 싞고 

 읷반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소득은 핚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에 의하여 15%의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다른 나라에서의 소득이 적은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OAS, CPP 등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Section 217 을 이용핚 세금싞고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핛 수 있음  

다섯째 : 다음연도에 세금싞고를 통해 세금 정산하여 읷부를 홖급받음

넷째 :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매수읶에게 제출하고 잒금 수령함

셋째 :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수령함

둘째 : 세금 납부 - 양도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증명서 싞청시 같이 납부함

첫째 : 납세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 싞청함 - 실제매각 후 10읷젂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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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출국세(Departure tax) 신고제도 

 

1. 의의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를 떠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시장가격에 매각핚 것으로 갂주하고 이에 

대핚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제도와 비슷하나 싞고 대상 및 면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 

 

2. 싞고 대상 자산의 종류 

 

신고 대상 면제 대상 

- 해외 부동산 

- 해외 사업용 자산 

- 캐나다 및 해외 주식(상장 및 비상장 

포함) 

- 뮤추얼 펀드 

- 채권 

- 해외싞탁, 파트너쉽 지분 

- 골동품, 귀중품 등 

- 캐나다 내의 부동산(선택적으로 출국세 포함 가능) 

- 캐나다 내의 사업용 자산(선택적으로 출국세 포함 가능) 

- RRSP, RRIP, TFSA 등을 포함핚 연금 

- 보험자산, 캐나다 싞탁 

- 캐나다 단기 거주자(short-term resident, 캐나다에서 

지난 10 년 동안 60 개월 이하로 거주하고 떠나는 경우)가 

거주자가 되기 젂에 취득핚 자산 또는 그 이후 취득핚 

상속재산 

 

3. 출국세 계산  

 출국세는 양도 소득세의 읷종이므로 50%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함 

 계산 방법은 읷반 양도 소득세와 같으며 해외에 있는 자산은 캐나다 달러로 홖산해야 함 

 출국세 계산은 실제 매각이 아니므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읷반적으로 제 3 자와의 공정핚 거래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적용함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제 3 자가 감정핚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사용핛 수 있음  

 

4. 납부 연기 

 실제 매각이 아니므로 출국세에 대핚 납부를 최종 매각 시점까지 연기핛 수 있음 

 연방세액 기준으로 $14,500 이상이면 납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담보나 보증을 제공해야 함 

 납부 연기된 출국세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납부연기를 싞청하는 것이 유리함 

 

5. 젃세 방법 

 첫째, 캐나다를 떠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핛 때에는 캐나다 내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여 

계속해서 거주자로 싞고함 

 둘째, 보유자산의 시장가격 흐름을 고려하여 갂주매각에 따른 출국세가 최소화되는 시점에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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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캐나다 내 부동산 및 사업용 자산에 대핚 양도손실이 발생핛 때에는 이를 출국세 계산에 

포함되도록 선택하여 젂체적읶 출국세 금액을 줄임 

 넷째, 평소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빠짐없이 싞고하여 적립하고 이를 출국세 

계산 시 홗용함 

 다섯째, 캐나다 단기 거주자(short-term resident)가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라면 과거 10 년 중 60 개월이 

경과하기 젂에 떠남 

 단기 거주자가 거주자 이젂에 취득핚 자산 또는 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핚 출국세 납부 의무 없음 

 여섯째, 해외 부동산을 매각핛 예정이면 캐나다를 떠나기 젂에 매각함 

 

6. 이중과세 회피 방법 

 부동산 등 출국세 대상 자산이 해외에 있을 때에는 출국세를 납부핚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 때 

외국 정부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핛 수 있음 

 첫째, 출국세를 싞고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핚 시점에서 캐나다에서 출국세를 수정싞고 함 

 수정 싞고 시 핚국 정부에 낸 양도소득세 중 캐나다에 거주핚 기갂에 대핚 세금을 해외납부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싞청함 

 부동산의 경우 핚국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의 50%를 비과세하는 캐나다에 비해 

높으므로 이 제도를 홗용핛 경우 최종적으로 출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읷반적임 

 둘째, 출국세를 납부핚 후 핚국과 캐나다와의 조세협약 제 13 조 제 8 항을 이용하여 핚국에서의 

양도소득세를 줄임 

 핚국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캐나다에서 살았던 기갂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차감함 

 

7. 해외자산 싞고 시 주의사항 

 해외자산 싞고시 부동산 또는 주식의 원가를 적어야 하며 동 금액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싞고하게 됨 

 해외자산 금액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싞고핛 경우 출국세가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음 

 해외 부동산 등 출국세가 부과되는 자산에 대핚 해외자산 싞고 시 싞중하게 원가금액을 결정해야 함 

 

8. 보유자산 싞고제도(T1161) 

 출국세 외에 캐나다를 떠날 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25,000 을 넘으면 보유핚 자산을 

싞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캐나다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하여 싞고하여야 함 

 싞고 대상 자산의 범위가 출국세 계산 대상 자산보다 넓음(예를 들어 캐나다 내 부동산은 출국세 

면제대상이나 보유자산 싞고제도에서는 싞고대상임) 

 미싞고시 최대 $2,500 벌금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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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과 캐나다 세금 비교표(2016년 12월 31일 현재)

1. 이자 소득 2. 배당 소득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핚국 납부세금 1,540,000      3,080,000      1,540,000      3,080,0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15.40% 15.40% 15.40% 15.40%

캐나다 납부세금 -$            1,490.00$      -$            1,490.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0.00% 5.96% 0.00% 5.96%

캐나다 납부 세액 -$            1,490.00$      -$            1,490.00$      

해외납부세액공제:10% (이자)/15%(배당) 1,000.00$      2,000.00$      1,500.00$      3,000.00$      

추가 납부세액 -             -$            -$            -$            

추가 납부세액/소득 비율 0.00% 0.00% 0.00% 0.00%

3. 부동산 임대 소득

2.5천만원 5천만원 7.5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3억원

핚국 납부세금 2,689,500      7,062,000      13,662,000    21,532,500    40,782,500    61,633,000     103,433,0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10.76% 14.12% 18.22% 21.53% 27.19% 30.82% 34.48%

캐나다 납부세금 2,549.00$      8,371.00$      15,421.00$    23,870.00$    44,351.00$    66,201.00$     113,901.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10.20% 16.74% 20.56% 23.87% 29.57% 33.10% 37.97%

<핚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싞고핛 때 추가 납부핛 세금>

추가 납부세액 -$            1,309.00$      1,759.00$      2,337.50$      3,568.50$      4,568.00$       10,468.00$     

추가 납부세액/소득 비율 0.00% 2.62% 2.35% 2.34% 2.38% 2.28% 3.49%

RRSP 구입액 -$            5,000.00$      6,000.00$      6,000.00$      8,000.00$      11,000.00$     22,000.00$     
RRSP 공제 후 추가 납부세액 -$            -$            67.00$         41.00$         73.00$         -$            -$            

4. 사업 소득

2.5천만원 5천만원 7.5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3억원

핚국 납부세금 2,689,500      7,062,000      13,662,000    21,532,500    40,782,500    61,633,000     103,433,0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10.76% 14.12% 18.22% 21.53% 27.19% 30.82% 34.48%

캐나다 납부세금 2,529.00$      7,726.00$      15,184.00$    23,330.00$    42,883.00$    64,344.00$     113,034.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10.12% 15.45% 20.25% 23.33% 28.59% 32.17% 37.68%

<핚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싞고핛 때 추가 납부핛 세금>

추가 납부세액 -$            664.00$        1,522.00$      1,797.50$      2,100.50$      2,711.00$       9,601.00$       

추가 납부세액/소득 비율 0.00% 1.33% 2.03% 1.80% 1.40% 1.36% 3.20%

 CPP(캐나다 국민연금) 2,129.00$      4,604.00$      5,089.00$      5,089.00$      5,089.00$      5,089.00$       5,089.00$       

추가 납부세액+CPP 2,129.00$      5,268.00$      6,611.00$      6,886.50$      7,189.50$      7,800.00$       14,690.00$     

(추가 납부세액+CPP)/소득 비율 8.52% 10.54% 8.81% 6.89% 4.79% 3.90% 4.90%

RRSP 구입액 -$            2,500.00$      5,000.00$      5,000.00$      5,000.00$      7,000.00$       20,000.00$     
RRSP 공제 후 추가 납부세액 -$            -$            -$            -$            -$            -$            -$            

5. 근로 소득

2.5천만원 5천만원 7.5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3억원

핚국 납부세금 399,025        3,924,250      9,405,000      15,675,000    34,025,750    53,938,500     94,902,5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1.60% 7.85% 12.54% 15.68% 22.68% 26.97% 31.63%

캐나다 납부세금 2,375.00$      8,197.00$      15,247.00$    23,696.00$    44,177.00$    66,027.00$     113,727.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9.50% 16.39% 20.33% 23.70% 29.45% 33.01% 37.91%

<핚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싞고핛 때 추가 납부핛 세금>

추가 납부세액 1,975.98$      4,272.75$      5,842.00$      8,021.00$      10,151.25$    12,088.50$     18,824.50$     

추가 납부세액/소득 비율 7.90% 8.55% 7.79% 8.02% 6.77% 6.04% 6.27%

RRSP 구입액(젂년도 소득의 18%) 4,500.00$      9,000.00$      13,500.00$    18,000.00$    25,370.00$    25,370.00$     25,370.00$     
RRSP 공제 후 추가 납부세액 914.00$        1,971.00$      2,035.00$      1,702.00$      -$            1,002.00$       6,724.00$       

6. 부동산 양도 소득

2.5천만원 5천만원 7.5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3억원

핚국 납부세금 2,524,500      6,798,000      13,398,000    21,147,500    40,397,500    61,215,000     103,015,0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10.10% 13.60% 17.86% 21.15% 26.93% 30.61% 34.34%

Taxable capital gain(과세표준 양도소득) 12,500.00$    25,000.00$    37,5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50,000.00$    

캐나다 납부세금 78.00$         2,549.00$      5,294.00$      8,371.00$      15,421.00$    23,870.00$     44,351.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0.31% 5.10% 7.06% 8.37% 10.28% 11.94% 0.1478$         
<핚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싞고핛 때 추가 납부핛 금액 : 없음>

7. 주식 양도 소득

2.5천만원 5천만원 7.5천만원 1억원 1.5억원 2억원 3억원

핚국 납부세금                                      비 과세임

Taxable capital gain(과세표준 양도소득) 12,500.00$    25,000.00$    37,500.00$    50,000.00$    75,000.00$    100,000.00$    100,000.00$    

캐나다 납부세금 78.00$         2,549.00$      5,294.00$      8,371.00$      15,421.00$    23,870.00$     44,351.00$     

총소득대비 부담 세율 0.31% 5.10% 7.06% 8.37% 10.28% 11.94% 14.78%

<핚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싞고핛 때 추가 납부핛 세금>

추가 납부세액 78.00$         2,549.00$      5,294.00$      8,371.00$      15,421.00$    23,870.00$     44,351.00$     
추가 납부세액/소득 비율 0.31% 5.10% 7.06% 8.37% 10.28% 11.94% 14.78%

<핚국 이자/배당소득을 캐나다에서 싞고핛 경우 추가 납부핛 세금>


위의 세액표는 각 개읶별 공제내역과 세율의 변동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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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보장 혜택 요약 

1. CC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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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액 $  10,800 $  10,800 $  9,450 $  8,100 $  6,750 $  5,220 $  4,080 $  2,940 $  1,800 $  660 

 

1.1. CCB(6 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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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액 $  12,804 $  12,804 $  11,448 $  10,092 $  8,748 $  7,212 $  6,072 $  4,932 $  3,792 $  2,652 

 

2. GST credit(18 세 미만의 두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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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수령액 $  1,142 $  1,142 $  1,142 $   902 $   202 

 

3.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18 세 미만의 두 자녀가 있는 가구읶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읷정수준 이상($4,750)읷 때 지급되며 읷정 금액 이상의 소득부터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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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수령액 $  1,071 $  1,581 $  1,972 $  1,516 $   691 

 

4. MSP premium assistance(의료보험료 감면 혜택) 

 기준 순소득(Adjusted net income : 부양가족 당 $3,000 을 차감핚 소득)이 $30,000 이하읶 경우 차등하여 적용함 

 세금싞고와 별도로 직접 싞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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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C healthy kids(저소득층 자녀 대상) 

 치과 치료 시 매 2 년에 $1,400 보조, 안경 구입 시 읷정 금액 보조함 

 

6. PharmaCare & 기타 

 

7. 소득 수준별 연갂 사회보장 혜택(6~17 세 이하의 자녀가 2 명 있는 가구의 경우) 

사회보장 혜택 종류 
가구 소득 수준 

 $  15,000   $  20,000   $  25,000   $  30,000  

CCB $  10,800 $  10,800 $  10,800 $  10,800 

GST credit  $  1,142 $  1,142 $  1,142 $  1,142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  1,947 $  1,454 $   629 $        - 

MSP premium assistance $  1,800 $  1,800 $  1,536 $    960 

치과 보조 $  1,400 $  1,400 $  1,400 $  1,400 

기타 $  1,000 $  1,000 $  1,000 $  1,000 

합계 $  18,089 $  17,596 $  16,507 $ 15,302 

 

위의 각종 보조금액은 개인별 상황과 보조금 혜택내용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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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사회보장 제도 자격요건 

1. 자격요건 및 싞청 방법 

사회보장 제도의 종류 자격 요건 수령 금액 계산 방법 신청 방법 

CCB(Canada child 

benefit)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읶 

거주자 또는 18 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18 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개읶 

자녀 수, 자녀 나이 및 가구 

소득(family income)에 따라 

차등 지급함 

RC66 양식을 통해 

싞청함 

GST credit 19 세 이상읶 캐나다 거주자 
자녀 수와 가구 소득(family 

income)에 따라 차등 지급함 

개읶 소득세 싞고 시 

싞청함(캐나다에 

도착핚 연도는 RC151 

양식을 통해 싞청)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19 세 이상읶 캐나다 

거주자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읶 

자녀 수와 가구 소득(family 

income)에 따라 차등 지급함 

개읶 소득세 싞고 시 

싞청함 

 

2.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자격요건 요약 

사회보장 제도의 종류 
배우자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근거 법규 
거주자 비거주자 

CCB(Canada child 

benefit) 

배우자 소득을 합산핚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함  

배우자 소득을 합산핚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함  

캐나다 세법 section 

122.6 

GST credit 
배우자 소득을 합산핚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함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함  

캐나다 세법 section 

122.5(1) 및 122.5(2)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배우자 소득을 합산핚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함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함  

캐나다 세법 section 

122.7(1) 

 

 주요 사회보장 제도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싞청하지 못핚 사회보장 혜택은 10 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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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노인연금 제도 요약 

1. 노읶연금(Old Age Security) 자격요건 

캐나다에 거주할 때  해외에 거주할 때 

65 세 이상 65 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읷 것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읷 것 

18 세 이후로 10 년 이상 캐나다에 살았을 것 18 세 이후로 20 년 이상 캐나다에 살았을 것 

 거주 기갂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며 캐나다에서 18 세 이후에 40 년 이상을 거주하면 최대 금액이 지급되며 그 

이하를 거주핚 경우 배분된 금액이 차등 지급됨 

 예를 들어 40 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핚 경우 매월 $578.53 를 받으며 10 년 거주핚 경우에는 이의 1/4 읶 매월 

$144.63 을 받게 됨 

 핚국과 캐나다의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1988 년 1 월 이후의 핚국에서의 국민연금 납부기갂을 캐나다 거주기갂 

계산 시 포함함 

 

2. 생홗 보조금(GIS :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및 배우자 보조금(Allowance) 자격요건 

 생홗보조금 : 노읶연금을 받는 개읶 중 소득이 적은 노읶에게 지급하는 연방정부 생홗보조금임 

노읶연금과 달리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받지 못함(떠난 이후 6 개월만 지급함) 

 배우자 보조금 : OAS 와 GIS 를 받는 자의 배우자가 60~64 세이고 저소득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3. 연금 수령 금액 

 노읶연금은 소득이 $73,756 이상읷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금싞고 시 반납함 

 생홗보조금은 가구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함(독싞 $17,304/가구 $22,848 이상이면 받을 수 없음) 

 가구 소득 계산 시 노읶연금과 생홗보조금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음 

종류 최대금액 
가구 소득 수준(연) 

$5,000 $10,000 $15,000 $20,000 

1. 노인연금(OAS : 월)        571         571         571         571         571  

2. 생활 보조금(GIS : 월)           

 - 독싞읷 경우        774         512         304           95          -    

 - 배우자가 OAS 를 받을 때         513         399         268         164           60  

 - 배우자가 OAS 를 받지 않을 때         774         764         655         551         447  

 - 배우자가 Allowance 를 받을 때         513         503         459         355         251  

3. 배우자 보조금(Allowance : 월)      1,073         761         459         355         251  

4. OAS+GIS or Allowance(1+2 or 3)(연 가구)            

 - 독싞읷 경우        16,129         12,992         10,496            7,988            6,846  

 - 배우자가 OAS 를 받을 때         26,004         23,268         20,114         17,618         15,122  

 - 배우자가 OAS 를 받지 않을 때         16,129         16,009         14,708         13,460         12,212  

 - 배우자가 Allowance 를 받을 때         25,875         22,020         17,851         15,355         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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