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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의 “건강, 사랑 그리고 보험
▶<1면서 계속>
직업을 불문하고 그 ‘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이 “라이센스”다. 그런데 그러한
라이센스 이외에 design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업’에 종
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업’에 관련한 전문지식의 깊이를 알게 해 주는 일종의 공식직함
이다. 이것은 시험통과와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을 요하기도 한다. 어떤 데지그내이션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면 그것이 요하는 수준의 이론과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금융부문을 투자(재정계획)와 보험분야로 나눌 때, 재정투자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designation은 FCSI이고, 생명보험 쪽에서는 CLU(Chartered Life Underwriter)가 있다. 현재 나
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재정투자부문에서의 이 데지그네이션은 PFP(기초재정투자설계)

- 전 라디오 코리아 칼럼 “나를 지키는 보험이야기”진행
- 전 캐나다한국인 칼럼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진행
- 전 캐나다 생명보험 자격증 시험 강사

→ CFP(종합재정투자관리) → FMA(전문재정투자관리) → FCSI(고액투자자산관리) 순으로 높다)
어떻게 재정상담가가 되었나
10년 전 캐나다에 이민 온 바로 다음 해부터 재정상담가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그 때 재정상담
가에 대한 한인들의 불신풍조가 컸었다. 나는 이러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골고루 실력을 갖춘 상담가가 되도록 노력했다. 이 분야의 12개 designation)을 취득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한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은..
한인들이 금융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깊게는 없는 것 같다. 더욱이 한인들의 투
자성향을 보면 자산이 부동산으로 과중하게 쏠려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의 수익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의 기본은 분산투자다. 언제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항상 고려
해야 한다. 분산투자의 중요성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다.
어떤 투자 아이템의 수익성이 너무 높으면 언제든 버블이 터지게 마련이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같은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이 서서히 다가 오고 있는데
이들은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
이다.

“모든 투자는 금융으로 통한다”
재정투자.보험전문가 김경태 박사(CLU, FCSI, FMA, CFP, Ph, D)

그러면 왜 금융상품에 투
자해야 하나
현재의 금융시장 수익
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2001년 수준이다.(이 말
은 금융상품들에 대한 투
자수익이 없다는 것이 아
니라 수익은 있지만 그
수익률의 값이 2001년에
보였던 수익률과 비슷하
다는 의미다. 편집자주) 그
런데 이 말은 평균적이라
는 말이지 모든 금융상품
의 수익률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즉, 금융상품별로
수익률의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재정설계사를 통해 자신의 재정 여건
에 따라 금융상품을 엄선하여 투자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이 때에도 분산
투자의 원칙은 기본이다.
사실 모든 투자는 금융으로 통한다. 일반적인 금융상품 이외에 부동산투자도 요즘에는 수많은 사
람들이 금융상품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소득신탁(REITs) 상품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특정의 부동
산 하나를 자신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동산을 나누어 사는 분산투자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위험분산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부동산들”도 수익성 있는 유명 건물에 투자하는 것
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부동산)의 수익률은 표면상으로 10년간 3% 상승했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부
동산소득신탁 상품 중 예를 들어 Global Real Estate Fund와 같은 상품은 10년간 12% 성장했다.
1월 13일(토)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어떤 세미나인가?
은퇴준비자를 위한 투자자산관리 세미나다. 여기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금융상품, 최고의
부동산 대안, 은퇴자를 위한 income trust,의 투자대안, 은퇴자금을 세금 없이 증식할 수 있는 대안,
전환기에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이 설명되어 질 것이다. 은퇴준비자들은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되도록이면 절세방법을 통해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자산이 많건 적건 간에 자신의 자산을 다양한 절세방법을 통해 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캐나다 세금, 이 정도는 알자
안녕하세요, 김 양석입니다. 오늘은 보험얘기가 아닌 캐나다의 기본적인 세금상식
몇 가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가계나, 회사나 국가나 모두 그들의 경제적 재
정상태를 판단하는 2가지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는 것과 지난 1년간 얼마나 벌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집, 자동차, 가구, 건물,현금, 사업체 등 갖고 있는 것을 자산(Assets)이라고 합니다. 몰
기지, 자동차 Loan등 갚아야 하는 것을 부채(Debt)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재정적
으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는 순자산(자산-부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얼마나 벌었나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벌든, 이자를 받았
든, 사 두었던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그 차익이 생기든, 로또가 맞든, 아무튼 여러 가
지 형태로 돈을 법니다. 이것을 소득(Income)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에 차이
가 있다면, 한국은 자산/부채의 규모가 크면 대접 받는데, 캐나다는 자산/부채의 규모
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1) 캐나다의 세금은 이 2가지 경우에 모두 부과 됩니다. 자산(Assets)에 부과됩니
다. 집과 자동차를 예로 들 수 있는데, 특히 집의 경우 대강 집 과표의 1%정도의 재
산세(Property Tax)를 매년 냅니다. 또 그 해의 소득(Income)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같은 액수의 소득이 생겨도 어떻게 번 소득이냐에 따라 그 세금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2) 캐나 다의 세 금은 1년 단 위로 정 산합 니다. 세금을 정산하 여 보 고했는 데 ,
Revenue Canada로 부터 환불 받았다면 기쁜 일이 아니라, 그 동안 많이 냈던 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그 동안의 이자(?)도 받아야 합니다.(주는지는 잘 모르지
만).
3) 캐나다는 소득 중에 세금 내고 남은 돈만 사용합니다. 세금 안낸 자산은 생을
마감할 때 다 내야 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안낸 자산도 그 상
태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마지막 사람이 사망 시, 즉 상속될 때는 모든 재산
이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고, 처분 차익은 그 해의 (사망한 사람의)수입
이 되어 그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안낸 세금은 다 내고 생을 마감하라는 얘기입니
다. 따라서 캐나다에는 상속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 없습니다.
RRSP는 세금 안낸(Income Tax Deductible) 돈이며, 자라는 동안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Tax Sheltered). 따라서 찾을 때 그 총액이 그 해
의 소득이 됩니다. RESP는 부모가 세금 낸 돈으로 저축하지만, 정부에서 받은 보조
금(CESG)과 그 동안 자란 부분은 세금 안 냈으므로, 자녀가 찾아 쓸 때 그 해의 자
녀(이미 성년이 됐음)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그 소득을 학비로 쓰게 되므로 비용으로
공제되어 세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냈던 돈은 이미 세금 낸 돈이었
으므로 당연히 세금 없이 가져가야 맞습니다.
4) 캐나다의 세금은 자진납부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Tax Payer)이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캐나다 세금은 누진세(Progressive) 입니다. 누진세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추가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6만불 소득자가 추가
로 만불을 더 벌면 그 만불에 대해서 약 4천5백불(45%)을 세금 내고, 2만5천불 소득
자가 만불을 더 벌면 그 만불에 대해서는 약 2천불(20%)만 낸다면 이런 것을 누진
세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캐나다 세금의 반 이상은 이해하신 것입니다.

김양석 (Steve Kim) Maple Financial Services
Tel. (416)358-8692 Fax. (647)723-0191
yangskim@hotmail.com

김경태 재정투자상담가 연락처
Tel : 416-512-9018,

웹사이트 www.cfpkim.com

생명보험 교육적금 노후계획

김경태 재정투자상담가는..
▶FC냐 외에 백만장자(High Net Worth 보유자)들의 금융자산관리사(FMA), 공인재정설계사(CFP), 은퇴

같이 일하실 분 모십니다

자, 노인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CSA, 증권, 옵션, 파생상품, 생명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다.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투자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수많은
증권, 채권, 펀드, 예금, 적금, 연금, 보험, 기타 다양한 투자대상 중 최적의 상품을 선정하여 거래한다. 단일
증권, 펀드, 보험, 예금 등 각 투자금융상품의 단일 거래뿐만 아니라 고객의 모든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절세투자, 은퇴수입, 유산상속, 재산증식, 위험관리 등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One Stop Ful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신문, 잡지 칼럼니스트, 정규세미나, 방송, 각종 단체의 초청 재테크강사
▶ 현 Argosy Securities Inc. Senior Investment Advisor.
▶ FCSI(Fellow of the CSI)
▶
▶
▶
▶

FMA(Financial Management Advisor)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CSA(Certified Senior Advisor)
경제학박사

We represent

김양석

황준태

박미영

416-358-8692

416-473-8510

647-210-4635

505 Queensway East #201 W Mississauga

교육적금(RESP) / 생명보험 / 연금
은퇴적금(RRSP) / 원금보장 중병보험
그룹보험 몰게지보험 / 노후적금 / 장례보험
유서작성 / 유학생보험 / 절세계획 및 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