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 준비 서류
 해외자산 싞고 관련 :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외자산의 합계가 $100,000 이상 있으면 해외자산 싞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종류

필요 정보

1. Funds held outside
Canada
2. Share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other than
foreign affiliates)
2.1 Shares of foreign
affiliates
3. Indebtedness owed by
non-resident

1. 예금, 적금 등의

4.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5. Real property outside
Canada (other than personal
use and real estate used in
an active business)

해외금융계좌
2. 해외법읶 주식

7. Property held in an
account with a Canadian
registered securities dealer
or a Canadian trust
company

투자 주식명 ǀ 국가명ǀ 연중 최고 원가 ǀ 연도말 원가 ǀ 투자소득ǀ
양도소득

2.1.관계회사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법읶 싞고하여야 함(하단부 참조)
3. 대여금, 미수금,

자산 내용 ǀ 국가명 ǀ 연중 최고 원가 ǀ 연도말 원가 ǀ 투자소득 ǀ

채권 등

양도소득

4. 비거주자 싞탁

싞탁명 ǀ 국가명 ǀ 연중 최고 원가 ǀ 연도말 원가 ǀ 소득 금액 ǀ

지분

원금 회수금액 ǀ 양도소득

5. 해외 부동산

자산 내용 ǀ 국가명 ǀ 연중 최고 원가 ǀ 연도말 원가 ǀ 임대소득 ǀ

(가족 사용이나

양도소득

사업용 부동산

(캐나다 거주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의 원가는 캐나다

제외)

거주시점의 시장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6. 기타 자산(보험,

6. Other property outside
Canada

금융기관명 ǀ 국가명 ǀ 연중 최고 잔액 ǀ 연도말 잔액 ǀ 투자소득

선물, 옵션, 회원권
등
7. 캐나다 증권회사
등을 통해 보유한
해외주식

자산 내용 ǀ 국가명 ǀ 연중 최고 원가 ǀ 연도말 원가 ǀ 투자소득 ǀ
양도소득

증권사명 ǀ 국가명 ǀ 연중 최고 시장가격 ǀ 연도말 시장가격 ǀ
투자소득 ǀ 양도소득

 해외법읶 싞고 관련 :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외에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법읶 싞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종류

필요 정보
1. 해외법읶명 ǀ 업종 ǀ 취득연도
2. 주식 취득원가 ǀ 지분율 ǀ 주주 대여금 또는 주주 차입금

Shares of foreign affiliates

해외법읶

3. 자산총액 ǀ 세전순이익 ǀ 법읶세 금액
4. 대차대조표 ǀ 손익계산서
4. 해외 종속법읶에 해당할 경우엔 추가 재무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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