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PAYMENT
1

Google 에서 My Payment 를 검색하면 My Payment - Canada.ca 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검색 결과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연결됩니다.
2
다음 단계에서는 개인, 법인 그리고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각
납세자 유형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를 구분하고 MY
PAYMENT 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개인 납세자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Individuals 에서 첫번째 항목인 Individual Income Tax(T1)을
선택하고 누르시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뒤로 이동하시려면

를 누르면 됩니다.

3
이 단계에서는 납부하려고 하는 개인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T1) 의 납부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의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첫번째 단계를 선택하고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7 년의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2017-tax return 을 선택합니다.

4

납세자의 Social Insurance Number(SIN)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입력하고
SIN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을 누릅니다.

5

입력한 금액, 세금을 내려는 연도, SIN 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수정하려는 경우 납부하려는 금액 옆의 빈 칸을 선택하고
입력된 정보가 모두 확인되면

을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6

CRA 의 MY PAYMENT 는 DEBIT VISA 카드, DEBIT MASTER CARD 그리고 INTERAC 카드로 납부합니다.
크레딧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DEBIT 카드가 INTERAC 로고와 VISA 또는 MASTER 카드의 로고와 같이 있는 경우와 INETRAC 로고만
있는 경우로 구분되어 다음 창에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를 누르면 납부하는 창으로 바뀝니다.

7

카드의 종류를 선택하고

를 누르면 납부를 위해 은행을 선택하는 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DEBIT 카드에 VISA 또는 MASTER 로고와 INTERAC 로고가 같이 있다면 둘 중 위의 방법을,
INTERAC 로고만 있다면 아래의 방법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아래의 설명은 그림처럼 INTERAC 로고만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8
그림에 있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또는 첫번째 창을 누르면 은행 LIST 가 나옵니다.

크래딧유니온(신용조합)의 카드는 해당되는 주와 조합의
이름을 옆의 창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를 선택하였습니다.

9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을 하면 온라인뱅킹으로 연결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
위의 7 에서 VISA 또는 MASTER 카드의 로고가 데빗카드에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VISA 또는 DEBIT 카드의 로고가 데빗카드에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 앞에 있는 카드
보유자의 이름, 카드 번호와 카드 만기를 입력하고

를 누르면 납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