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지내기 위해 남쪽으로 가십니까?
추운 겨울을 떠나 여름처럼 따뜻한 지방으로 가십니까? 매년 많은 캐나다인이 눈 덮인
캐나다를 떠나 미국의 따뜻한 지방을 찾아갑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사막의
석양에 일광욕을 하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든 멋지게 피부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한복을 입고 코코아를 마시는 대신 수영복을 입고
레모네이드를 마시기 전에 캐나다의 납세 의무를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캐나다 밖에 있는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휴가 또는 건강 상의 이유로 1년 중 일정 기간을 미국에서
지내는데 캐나다에 거주 연고(예를 들어, 집, 부동산,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캐나다의 실질적 거주자(factual resident)로 간주됩니다. 즉, 일정 기간
캐나다를 떠나 있더라도 캐나다를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Canada Revenue
Agency(CRA)가 귀하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1년간 캐나다 국내외의
소득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용역세/통합판매세(GST/HST) 크레딧(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HST) credit) 등 귀하에게 해당되는 모든 공제와 세금 크레딧 및
관련된 주 또는 준주 크레딧을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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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www.cra.gc.ca/gsthstcredit으로 이동하십시오.
자신의 거주 상태나 납세 의무에 대해 잘 모를 경우에는, CRA 웹사이트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캐나다 국외에서 여행, 거주 또는 취업 중인 캐나다인에 대한 과세(Taxation
for Canadians travelling, living or working outside Canada)”로 이동하십시오.
여기에 거주 상태(실질적 거주자,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 비거주자 또는 간주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자 여부)에 대한 정보 및 거주 상태에 따라 납부할 캐나다
소득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CRA(1-800-959-8281)에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피한객 생활 방식을 선택한 캐나다 거주자가 소득세 및 세금 공제 신고를 할 때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entification” 영역의 입국/출국일자 란은
이민자와 이주자에게만 해당하므로 비워둬야 합니다. 또한 민간 건강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등 미국에서 지불한 합당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귀하의 미국 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 및 비용 공제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러한 사항 및 기타 세금 신고 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ra.gc.ca/seniors로 이동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는 캐나다 거주자(Canadian residents going down south)”를
참조하십시오.

1년 중 일정 기간을 미국에서 지내는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미국 세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183일보다 더 오래(반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적용되는 미국 세법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한 누적 테스트를 통해
3년간 미국에서 며칠동안 머물렀는지를 계산합니다. 국제 납세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미국 세금 전문가 또는 미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문의하십시오.
방 안에 앉아 종이로 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느라 화창한 하루를 허비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노트북과 자외선 차단제를 들고 밖으로 나가, 인터넷 기반 NETFILE을
사용하여 CRA에 소득세 및 세금 공제 신고를 해보십시오. NETFILE은 가장 간단하고,
빠르고, 편리한 소득세 및 세금 공제 신고 방법입니다.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이에
동의합니다. 지난 세금 신고 기간에, 개인 신고자의 80%가 온라인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NETFILE을 사용하려면, NETFILE 인증된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나 NETFILE 인증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된 제품은
www.netfile.gc.ca/software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 상황에 따라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이체(pre-authorized debit, PAD)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CRA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 계정(My Account)에 등록한 사용자는 PAD를
이용하여, 자신의 캐나다 금융기관 계좌에서 미리 결정된 날짜에 미리 결정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CRA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내기 위해 골프를 중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www.cra.gc.ca/payments를 참조하십시오.
CRA는 웹사이트의 일정 부분을 피한객 및 피한객의 특정한 세금 신고 상황을 위해
할애해 두었습니다. 웹사이트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피한객이십니까?(Are you a
snowbird?) 세금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방금 5시였는데 금세 시간이 흘러 12시가 되는 것처럼,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 시간인 4월 30일 자정이 금방 닥칩니다.
최신 CRA 뉴스 또는 세금도움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Twitter의 @CanRevAgency로
CRA를 팔로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