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하십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하기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다'는 말은 세금에도 적용됩니다. Canada Revenue Agency
(CRA)에 처음으로 소득세 및 세금 공제 신고를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캐나다의 세금 시스템은 도로,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기금을 제공합니다. 처음으로 파트타임 일을
해서 세금을 내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하거나, GST/HST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거나,
캐나다로 이민와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거나 관계없이, CRA가 도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2014년 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마감일은 2015년
4월 30일입니다.하지만,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6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주의: 2014년에 미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지연 없이 크레딧 및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2,100만 명의 캐나다인이
CRA의 전자 신고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사회 보험 번호
(SIN), 생년월일, 소득세 정보 그리고 인증된 소프트웨어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www.netfile.gc.ca/software에 CRA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서
에 기재해야 할 금액은 귀하가 보관 중인 다양한 전표나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를 CRA에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CRA에서 전표 또는 영수증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귀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와 계좌 이체를 함께 활용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8일 내에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수급자인 경우 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세금 공제와 크레딧이 더 빠르게 지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ra.gc.ca/directdeposit으로 이동하십시오.
처음으로 신고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금 신고서 작성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www.cra.gc.ca/getready로 이동하여 세금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또한 CRA 웹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Learning About Taxes)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세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간단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자기 주도 학습 과정입니다.

www.cra.gc.ca/electronicservices의 내 계정(My Account)을 사용하여 많은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신고서를 수정하고, 환급
상태를 확인하고, 주소를 변경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세금 관련 사항에대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산정 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이체(pre-authorized debit, PAD)를 이용하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CRA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에 등록한 납세자는 PAD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결정된 날짜에 미리 결정된 금액이 자신의 캐나다 금융기관
계좌에서 CRA에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을 4월 30일에 전액
납부하는 대신 1년 동안 나누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www.cra.gc.ca/payments를 참조하십시오.
웹사이트를 확인한 후에도 세금 신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800-9598281에 전화하여 CRA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세금 신고 내용이 간단한 경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세금 클리닉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소득세 신고 보조프로그램(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세금 준비 클리닉을
찾으려면 www.cra.gc.ca/volunteer로 이동하십시오. 세금 신고 기간 동안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를 미룰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최신 CRA 뉴스 또는 세금 도움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Twitter의 @CanRevAgency로
CRA를 팔로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