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자녀에게 이전시)

질문

U씨는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캐나다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는 말을 들었
습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지만, 한국과는 달리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
금을 줄이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U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할 예정입니다. 새로
취득할 주택은 제3자에게 임대하다가 아직 어린 U씨 자녀가 집이 필요할 때쯤 증여
할 계획입니다. U씨는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다
른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또한 주택 증여시 주의해야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는 캐나다 세
금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부담이 높은 캐나다에
서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러한 세법 제도를 이용하면 부모는 자녀에
게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과 달리 부동산 등의
Capital property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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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의 검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Capital property를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는 없지
만, 양도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Capital
property를 증여나 상속할 때에 먼저 제3자에게 시장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현
금성 자산을 증여나 상속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판 것으로 계산한 결
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증여나 상속시 취득 시점보다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도 비과
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에는 spousal rollover 규정에 따라 증여하는 배우
자의 최초 취득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는 이러한 rollove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을 이전받는 자녀는 부모의 양도소득 신고 시점의 시장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적용하므로 향후 양도소득 계산시 부모가 신고한 소득만큼의 세금 부담
이 줄어듭니다.

2) Attribution rule 검토
세법에서는 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전된 부동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의 투자소득을 부모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attribution rule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모가 캐나다에서 증여세가 없
다는 점을 악용하여, 투자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써 부모의 소득세를 줄이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Attribution rule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등 투자자산을 증여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단, 이전받은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손익은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고 자녀의 양도손익으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attribution
rule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시장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는 이러한 attribution rul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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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으므로 성인 자녀가 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을 신고합니다.

3) Attribution rule의 적용배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실제 양도거래로 신고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attribution rule을 피하고 부동산을 이전한 후에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자
녀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실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와 거래할 때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못한 매매대금이 있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엄격하게 시장가격을 적용하
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세법상 불이익
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면 매도자의 매각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조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고 매수자의 취득가격은 신고가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장가격이 $500,000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300,000에 매각하는
것으로 신고한다면, 부모의 매각가격을 시장가격인 $500,000으로 조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고 자녀의 취득가격은 신고가격인 $300,000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거래하면 매도자의 매각가격은 신고가격을 그대
로 적용하지만, 매수자의 취득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조정하여 매수자가 향후 부동산
을 팔 때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시장가격이 $500,000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700,000에 매각하는 것으로 신고한다면, 부모의 매각가격은 신고가격인 $700,000으
로 그대로 적용하지만, 자녀의 취득가격은 시장가격인 $500,000으로 수정하여 적용하
므로 자녀가 향후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
격한 세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거래시 반드시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합니
다. 또한, 만일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국세청으로부터 시장가격 조정 요청을 받을 때 거
래가격을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price adjustment clauses)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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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부동산 거래시 각 사례별 양도소득 금액 계산>
구분

사례 A

사례 B

사례 C

거래가격 vs. 시장가격

거래가격‹시장가격

거래가격›시장가격

거래가격〓시장가격

A

가족간 거래시 시장가격

$ 500,000

$ 500,000

$ 500,000

B

가족간 거래시 거래가격

300,000

700,000

500,000

C

부모의 최초 취득가격

100,000

100,000

100,000

D

자녀의 향후 매각가격

900,000

900,000

900,000

E

세법상 부모의 매각가격

500,000

700,000

500,000

F

세법상 자녀의 취득가격

300,000

500,000

500,000

G

부모의 양도소득(E-C)

400,000

600,000

400,000

H

자녀의 향후 양도소득(D-F)

600,000

400,000

400,000

I

전체 양도소득금액

$ 1,000,000

$ 1,000,000

$ 800,000

4) 부동산 증여시 세금처리 규정 요약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세법규정을 검토해야 하는데 증여받는
자가 누군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증여받는 자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인지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세법규정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

세법상 매각가격 적용방법

증여자의 양도소득 발생여부
발생하지 않음(단, 신청에 의해

배우자

증여자의 취득원가에 이전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신
고할 수 있음)

Attribution rule
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됨

미성년 자녀

시장가격에 이전

발생함

투자소득만 적용됨

성인 자녀

시장가격에 이전

발생함

적용되지 않음

5)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의 활용
부동산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거주지
로 살고 있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즉, 가족이 거주하던 부모의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모는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서 세
금 부담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318 캐나다 세금 이야기

한편, 부모가 주거주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성인 자녀에게 이전하고 성인 자녀가
이를 주거주지로 지정하면, 성인 자녀도 이전된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
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택을 미성년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미성년
자녀는 이전받은 주택을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없어서 이전한 후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
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에 의하면 가구당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만 주거주지 지정이 가능한데, 가구의 범위에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포
함되므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합하여 하나의 주택만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6) 취득세 검토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자의 양도소득 신고의무와는 별도로 자산을 이전받는 수
증자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간에 주거주지 주택이나
휴가용 주택을 증여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을 적절히 이용하여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할 때 증여세를 내
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하는 주택이 주거주지 주택일 때에는 증여자인 부모가 양도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수증자인 자녀가 취득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U씨는 주거주지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을 자녀에게 증
여할 예정이므로 세법상 처리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첫째, U씨는 임대주택을 증여하는 시점에서 시장가격에 판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 주택은 주거주지 주택이 아니므로 U씨
의 자녀는 부동산을 이전받는 시점에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U씨의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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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일 때에는 세법상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어 부동산 명의
이전 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부모인 U씨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U씨가 임대주택을 자
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성인 자녀는 증여받은 주택을
본인의 주거주지로 지정해서 증여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라도
부동산 이전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신고하면 attribution rule의 적용을 피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이때 거래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정하면 세법상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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