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여러분, 세금 신고를 하여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세금에 경로 할인은 없지만, 캐나다 정부는 세금 청구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노인들이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금 공제 및
크레딧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소득이 없더라도 귀하가 받을 자격이 있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금 공제는 물품용역세/통합판매세(GST/HST)
크레딧(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HST) credit)으로,
이 크레딧은 귀하가 다양한 상품과 용역에 지불하는 GST나 HST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벌충해 주기 위해 3개월마다 지급되는 비과세 환급금입니다.
2014년도 소득세 및 세금 공제 신고부터는 GST/HST 크레딧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를 하면, CRA가 귀하에게 GST/HST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65세 이상자 공제,
연금 수익 공제, 장애 공제 등 세금 청구서 금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환급 불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청기, 심박 조정기, 병원 서비스
및 가정 간호 비용과 같은 의료비 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의 새로운 항목 - 장애 세금 크레딧(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개인 치료 계획의 설계와 관련된 급여 액수를 의료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심각한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우미 동물에 대한 비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 가능한 의료비 목록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www.cra.gc.ca/medical로 이동하십시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 소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경우,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세금 목적상 이 소득을 서로 분할하고
각자에게 부과되는 총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금 소득 분할을 이용했습니다. 귀하의 연금 소득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www.cra.gc.ca/seniors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노인이고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기 등록된 은퇴 준비 예금 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에 소득의 일부를 계속 불입할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 패스 비용도 신청하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내 버스,
전차, 지하철, 통근 열차나 버스 및 지역 여객선의 교통 패스를 보관해 두십시오. 귀하의
교통 패스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www.cra.gc.ca/transitpass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세금 신고 상황에 따라, 당해년도 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CRA에 분할 납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연금 지급

시 세금을 더 많이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하여 과세연도 말에 큰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납세자가 온라인 신고가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고 쉬우며 안전한지 알게 된
후, 인쇄된 양식을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와 계좌 이체를 함께 활용하면 8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웹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및 웹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netfile.gc.ca/software로
이동하십시오.
CRA의 웹사이트 방문 시, 내 계정(My Account)을 등록하도록 하십시오. 내 계정을
통해 환급 상태를 확인하고, 주소를 변경하고, 세금 공제와 크레딧 지급 및 기 등록된
은퇴 준비 예금 제도의 한도를 확인하고, 계좌 이체를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ra.gc.ca/electronicservices로 이동하십시오.
내 계정을 사용하면 산정 통지서와 재산정 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일에 등록하면, CRA가 더 이상 통지서를 인쇄하여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내 계정(www.cra.gc.ca/myaccount)에 확인할 메일이 있다는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세금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거나, 세금 신고 내용이 간단한 경우,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세금 클리닉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소득세
프로그램(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에
문의하십시오. 자원봉사자 세금 준비 클리닉을 찾으려면
www.cra.gc.ca/volunteer로 이동하십시오.
CRA는 모든 캐나다인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CRA는 출판물, 양식 및 개인 정보 문서를 점자(braille),
큰활자 인쇄, 전자 문서, MP3 오디오 등 대체 형식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A(1-800-959-8281)에 문의하십시오. 청각 또는 언어 장애를 가진 분들은
1-800-665-0354로 전화하여 전신타자 (teletypewriter service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4월 30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세금 신고를 시작하려면 www.cra.gc.ca/getready로 이동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