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DEDUCTIONS ONLINE CALCULATOR
1

Payroll deductions online calculator 또는 PDOC 를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연결됩니다.
2

다음 단계에서는 아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T4 를 받는 일반적인 급여의 구분은 Salary 입니다. Salary 를 선택하시고

버튼을 누릅니다.

3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Employee’s name : 직원의 이름
Employer’s name : 고용주의 이름
Province or territory of employment : 회사가 소재한 주
-

사례에서는 BC 주를 선택하였습니다.

Pay period frequency :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에 따라 선택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Biweekly, Semi-monthly 와
Monthly 가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월 2 회, 15 일과 월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Date of employee is paid : 급여지급일
위의 정보 중 (*) 표시가 있는 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날, 2018 년 3 월 31 일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다시

버튼을 누릅니다.

4
Salary or wages income per pay period 는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Vacation pay 는 급여액 아래에 있는 빈 칸에 입력합니다.
사례에서는 3 월 16 일부터 31 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급여
$ 1,600 와 Vacation fee $ 64 를 나누어 기재하였습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다시

버튼을 누릅니다.

5
다음 단계에서는 급여를 받는 직원의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작성된 TD 1 form 에 따라 결정된 연방과 주
소득세의 Claim code 를 결정합니다. TD 1 form 을
직원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에는 Claim code 1 Minimum
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일반적으로 세번째 버튼을 선택하고 아래의 두 칸은
비워둡니다.
각각의 버튼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의 최대 연간소득이 $ 55,900 에 도달한 경우

2.

CPP 면제인 경우(미성년자 등)

3.

일반적인 경우

2018 년 현재 연 급여가 $ 55,900 을 넘는 경우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일반적으로 세번째 버튼을 선택하고 아래의 두 칸은
비워둡니다.
각각의 버튼이 의미하는 것은 위의 CPP 와 동일합니다.
다만 고용주 (법인의 경우 주주)는 EI 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18 년 현재 연 급여가 $ 51,700 을 넘는 경우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를 누릅니다.

8
급여에 대한 Source deduction 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급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왼쪽의 내용은 이미 입력했던 직원의
이름, 고용주, 급여 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
기본 정보의 아래에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원천징수할 연방과 주 소득세 CPP 와 EI 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 월 16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는 총 $1,664 이며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CPP, EI 합계는
$ 313.03 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 1,350.97 의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10
한편, 고용주는 다음달 15 일까지 CRA 에 직원의 급여 중
Deduction 한 금액과 고용주 부담액을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산출하면 옆의 표와 같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My payment 를 통해
온라인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