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소득세 제도의 차이점(3)
- 한국소득의 캐나다 신고방법

질문

C씨는 한국에 임대용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하
여 한국에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C씨는 매년 5천만 원가량의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C씨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위로부터 한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
다는 말을 듣고 걱정입니다. C씨처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검토

1) 한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추가 납부할 금액
한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
는데 이는 캐나다의 세율이 한국보다 높고 한국이 캐나다에 비해 다양한 세금 공제항목
을 운영하고 있어서 같은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덜 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
로 소득 종류 및 소득 금액별로 한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캐나다에 추가로 내
야 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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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득 캐나다 신고시 추가 납부금액>
(원화단위:원)

소득

구분

금액
5천
만원

1억원

2억원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

한국 납부세금

7,062,000

7,062,000

3,924,250

6,798,000

-

캐나다 납부세금

$8,371.00

$7,726.00

$8,197.00

$2,549.00

$2,549.00

캐나다 추가납부액 $1,309.00 2.6%
한국 납부세금

21,532,500

$664.00

1.3%

21,532,500

캐나다 납부세금

$23,870.00

캐나다 추가납부액

$2,337.50

한국 납부세금

61,633,000

61,633,000

캐나다 납부세금

$66,201.00

$64,344.00

$1,797.50

$2,711.00

한국 납부세금

103,433,000

103,433,000

캐나다 납부세금

$113,901.00

$113,034.00

캐나다 추가납부액 $10,468.00 3.5%

$9,601.00

$4,272.75

8.5%

15,675,000

$23,330.00
2.3%

캐나다 추가납부액 $4,568.00 2.3%
3억원

사업소득

$23,696.00
1.8%

$8,021.00

-

8.4%

$23,870.00
0.0%

$23,870.00

11.9%

-

$44,351.00
6.3%

$8,371.00
-

103,015,000

$113,727.00
$18,824.50

-

5.1%

$8,371.00
0.0%

$23,870.00
6.0%

94,902,50 0
3.2%

-

$2,549.00
-

61,215,000

$66,027.00
$12,088.50

0.0%

$8,371.00
8.0%

53,938,500
1.4%

21,147,500

$44,351.00
0.0%

$44,351.00

14.8%

※계산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캐나다 달러의 환율은 원화 1,000원대 1 CAD로 가정하였으며 세금납부액은 환율변동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한국소득 신고시 소득 종류별 특징
한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소득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추가로 내
야 할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어 세금 공제제도
를 이용할 수 없지만, 캐나다에서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므로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금융소득이 많거나 금융소득 외
에 다른 소득이 추가되어 소득금액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한국에서 낸 세금 외에
캐나다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경우 소득 금액별로 최고 2%~4%가
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캐나다
세법에서 운용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사업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과 비슷하게 소득 금액별로
최고 2%~4%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캐나다 정부에 세금 외에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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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 근로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경우 소득 금액별로 최고 6%~9%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많은 세
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독특한 세금제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자가
다른 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근로자에
게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이 캐나다에는 거의 없으므로 한국의 근로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다른 종류의 소
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섯째, 한국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엄격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50%를 비과세하고 50%에 대해서만 과세함으
로써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서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 매각 거래는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서 신고해야 하므
로 환율변동에 의해 양도소득이 계산되었을 때에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한국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경우 소득 금액별로 최
고 10%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높은 세금
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이 면세이지만 캐나다에서는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세법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이 50%만 과세하므로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답변

C씨가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 원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소득의 3%가량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세금신고 과정에서 C씨가 캐나다 세법
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이러한 추가세금을 줄일 수 있으
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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