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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방법
소득세 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까? 캐나다국세청(CRA)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소득세 프로그램(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을
통하여 적격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 클리닉을 엽니다.
여러분 거주지 관내 무료 세금 클리닉 목록은 CRA 웹사이트
Canada.ca/revenue-agency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론토시도 무료 세금
클리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toronto.ca 를 방문하거나 311 로
전화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CRA 가 승인한 다음의 Netfil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CloudTax
• H&R Block (온라인)
• SimpleTax
• Turbotax
• UFile Tax credits and benefit

세액 공제 및 세금 혜택
해마다 빠짐없이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 세액 공제 및 세금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자및가정세(Low-income Individuals and Families Tax - LIFT)
• 저소득 및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최고 $850, 부부는 최고 $1,700 의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온타리오 아동급여(Ontario Child Benefit)
• 유직/무직과 상관없이 저소득 및 중소득 가정에 아동 1 인당 연간 최고
$1,434 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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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EK1]: What’s the exact product name? If
it’s “UFile Tax Credits & Benefits”, “C” and “B” should be
capitalized. I believe it’s just “UFile”.

온타리오 트릴리엄급여(Ontario Trillium Benefit - OTB)
• 온타리오 트릴리엄급여에는 저소득 온타리오주 주민에게 판매세를
감면해주는 온타리오 판매세공제(Ontario Sales Tax Credit)가 포함됩니다.
해당 가정 내 각 성인 및 아동 1 인당 연간 공제 상한은 $313 입니다.
• 온타리오 에너지세및재산세공제(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도 온타리오 트릴리엄급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TCHC
건물은 지방자치체 교육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므로, 그 세입자는 재산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TCHC 가 지방자치체 교육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는 건물의 목록이
웹사이트 torontohousing.ca/taxexempt 에 게시될 것입니다. TCHC 의
고객관리센터(Client Care Centre)에 전화하여(416-981-5500), TCHC 가
여러분의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급여(Canada Child Benefit - CCB)
• 연간 급여 상한은 만 6 세 미만은 1 인당 $6,765, 만 6-17 세는
$5,708 입니다.
• CCB 에는 아동장애급여도 포함됩니다. 적격 아동에 대한 급여 상한은 월
$240 입니다.
캐나다 노동자급여(Canada Workers Benefit - CWB)
• 이 환불성 세액 공제는 유직 상태의 저소득 개인 및 가정에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급여 상한은 개인은 $1,381, 가정은 $2,379 입니다.
• CWB 에는 장애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적격 개인 또는 가정에 대한 급여
상한은 $713 입니다.
GST/HST 크레디트
•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 면세 급여는 저소득 또는 중소득 개인 및 가정에
GST 또는 HST 의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 연간 크레디트 상한은 독신자 $451, 기혼자 또는 사실혼자 $592, 만 19 세
미만 아동 $1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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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
• 저소득자이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고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수령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면세 급여입니다.
• 월간 급여 상한은 $919 입니다.
온타리오 고령자대중교통세액공제(Ontario Seniors’ Public Transit Tax Credit)
• 이 환불성 세액 공제는 만 65 세 이상 고령자의 대중교통 비용을
덜어줍니다.
• 적격 대중교통 비용에 대하여 최고 $3,000 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간 최고
$45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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