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연방법인

ㅇ 연방법인은 캐나다 내 모든 주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모든 주에서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하다.
- 연방법인 설립 시, 상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산 내 자동으로 상호를 대체하는 고유번호(Numbered name)가 정해지게 되는
데, 부여받은 고유번호가(예: 123456 Canada Inc.) 상호로 인정된다.
- 연방 법인 설립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청하거나 현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한다.
- 가이드라인: www.ic.gc.ca/eic/site/cd-dgc.nsf/eng/cs06642.html

ㅇ 연방법인 및 주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서류접수는 Cyberbahn, ESC Corporate
Services와 OnCorp Direct 등의 대행업체를 통해 가능하다.
- Cyberbahn: www.cyberbahngroup.ca
- ESC Corporate Services: www.eservicecorp.ca
- OnCorp Direct: www.oncorp.com

ㅇ 별도 특정 상호를 희망할 때에는 캐나다 연방정부 기업상호명 등록시스템인 NUANS에 희망 상호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상호 선택이 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일련번호를 기업명으로 사용하다가 향후 NUANS 시스템을 통해 상호명을 별도 신청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법적 문
서(계약서류, 소득세 신고 서류, 법정제출서류 등)에는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또한 연방법인은 기업활동을 희망하는 주마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타리오, 앨버타, 노바스코샤,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래브
라도 주에서는 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 그 외의 주에서의 법인 등록 절차 등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위해서 각 주 정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법인설
립 대행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ㅇ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 CBSA Form 1: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FRM-1-e.pdf/$file/FRM-1-e.pdf
- Initial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First Board of Directors(법인등록주소 및 최초임원 선정 양식) CBSA Form 2: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FRM-2-e.pdf/$file/FRM-2-e.pdf
- Corporate Name Information Form(선호기업명 상세설명양식) Form IC3004 :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CNIF-e.pdf/$file/CNIF-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2) 주 법인

ㅇ 기본적으로 주 법인(Provincial Corporation)은 법인을 설립한 주에서만 기업활동이 가능하다.
- 연방법인과 마찬가지로 주 법인 설립 시 정부 시스템에 의해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 상호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주어진
번호가 기업명으로(예: 123456 Ontario Inc.) 승인된다.
- 또한 연방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대행기관을 통해 법인 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Cyberbahn: www.cyberbahngroup.ca

- ESC Corporate Services: www.eservicecorp.ca
- OnCorp Direct: www.oncorp.com

ㅇ 특정 상호를 희망하는 경우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제출 전에 Business Name Registration 절차를 거쳐 해당 상호 사용허
가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특정 상호를 지정하지 않고 번호기업으로 활동하다가 향후 상호 변경을 신청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법적 문서(계약
서류, 소득세 신고서류, 법정제출 서류 등)에는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주 법인을 세운 주 외의 기타 주에서도 사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희망 주 정부로부터 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에 유사 기업명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상호명을 신청해야 한다.
- 주 정부마다 사업등록 관련 산업에 따른 등록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각 주 정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법인설립 대행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 주정부 비즈니스 등록 웹사이트 : https://www.ic.gc.ca/eic/site/cd-dgc.nsf/eng/cs04578.html

ㅇ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 BCA Form 1: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116~1/$File/07116E.pdf
- Consent to Act as a First Director(최초임원 선정 양식) Form 3: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11379E~1/$File/11379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 :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지사
ㅇ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및 프로젝트 오피스

ㅇ 캐나다 연방·주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해외기업이 캐나다 내 사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 현지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한국회사에 속하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모회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갖
고 있다.
- 만일 모기업과 동일 기업명이 해당 주에 등록돼 있을 경우, 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이 불가해 해당 이름으로는 지사를 설립할
수 없다.
- 지사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장 임차 등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주의 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
다.

ㅇ 취득 필수 제출서류
- Extra-Provincial License 신청양식
- Agent 선정양식
- 기업명 조회 보고서(해당 주 내 모기업명 비등록 증명)
- 모기업 소재국 정부에서 발급된 Certificate of Status(기업명, 설립일, 소재국, 조세 완납 여부 등)
- Cover Letter(담당자,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ㅇ 외국기업의 지점에는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지점세(Branch Profit Tax)가 최대 25%까지 부과되나 한국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의해 5%의 지점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외국기업 지점은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며, 법정 분쟁 시 캐나다 기업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ㅇ 참고 웹사이트
- 온타리오 주 주외기업법(Ontario Extra-Provincial Corporations Act): www.e-

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90e27_e.htm

ㅇ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pplication for Extra-Provincial License(해외기업 지사설립 허가신청서) EPCA Form 1: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065~1/$File/07065E.pdf
- Appointment of Agent for Service(Agent 임명양식) EPCA Form 2: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064E~1/$File/07064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연락사무소
'지사' 내용과 동일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ㅇ 증권거래소에 상장
- 주식회사의 상장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업 공개 매각(IPO) 방식에는 회계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잘 알려진 토론토증권거래소(TSX) 외에도 캐나다증권거래소(Canadian Securities Exchange; CSE)를 통해 기업 공개 매각이 가능
한데, 주로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용하며 2019년 기준 517개사가 상장돼있다.
- CSE 상장을 위해선 해당 주의 금융감독기관(Securities Commission)을 통해 사업설명서(Prospectus)를 제출하거나 기 상장기업을
역 인수, 합병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상장 조건 및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thecse.com/en/services/listing-cse

유한책임회사
ㅇ 캐나다에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슷한 구조로는 유한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LP)가 있다.
- 개인회사, 무한합자회사와는 별도 설립절차를 가지며, 제출양식 중 무한책임 파트너 선언양식(Declaration of General Partners)이
포함된다.
- 2명 이상의 개인, 기업, 혹은 트러스트(이하 파트너)로 구성되며, 1명 이상의 General Partner를 두어 경영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
업 부채와 의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여하고 1명 이상의 Limited Partner를 두어 파트너 간의 합의된 비율에 따른 소득분배만을 허용한
다.
- 주식회사와 달리 매년 해당 주 정부에 사업소득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각 파트너의 개인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Limited Partners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부채 책임을 가진다.

ㅇ 참고 웹사이트
- 온타리오 주 합자회사법(Partnerships Act): http://www.e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90p05_e.htm
- 온타리오 주 유한합자회사법(Limited Partnerships Act): http://www.e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90l16_e.htm

개인사업자
ㅇ 외국인 신분으로서 캐나다 내 개인기업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개인기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손실은 소유자의 무한책임으로 연결되며, 필수 절차인 세금 납부용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발급을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를 서류상에 기입해야 한다.
- 또한, 캐나다 내 개인기업을 설립하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및 캐나다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 내 기업 설립은 최소 한 명 이상의 캐나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내국인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ㅇ 관련 양식 다운로드(개인회사, 무한책임합자회사)
- 개인회사/무한책임 합자회사 등록신청양식 BNA Form 1: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219~1/$File/07219E.pdf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ㅇ 관련 양식 다운로드(유한책임합자회사)
- 유한책임 합자회사 등록신청양식 Registration Under Partnership/Limited Partnership Form 5: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215~1/$File/07215E.pdf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Deloitte(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416-874-3914
Bay Adelaide East, 8 Adelaide Street West, Suite 200, Toronto, ON, M5H 0A9
http://www.deloitte.com/ca
yoochung@deloitte.ca
有, 정윤영 대표 회계사
종합 회계 컨설팅 법인으로 전세계와 캐나다 주요거점에 지점 운영

ㅇ H1 Accounting Inc. (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1-647-285-9916
25 Whitburn Cres. Vaughan ON L6A 1M6

홈페이지

https://www.h1accounting.com/

이메일

simonhong@h1accountin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Simon Hong 회계사

비고

온타리오 주 본(Vaughan) 지역에 위치한 회계법인 사무소로 개인 및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
상대로 세금, 부동산,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종합 회계 서비스를 제공

ㅇ Sang H. Yoon CPA, Professional Corporation (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416-901-8297
181 Finch Avenue West North York, ON, M2R 1M2
http://planmytax.ca/
sanghyuk@planmytax.ca
有, 윤상혁 회계사
온타리오 주 노스욕(North York) 지역에 위치한 회계법인 사무소로 주로 개인과 기업상대로 세금, 부동산,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종합 회계 서비스를 제공

ㅇ Borden Ladner Gervais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416-367-6000
22 Adelaide Street West, Suite 3400, Toronto, Ontario, M5H 4E3
http://www.blg.com
aharrison@blg.com
없음
보유 변호사 수 기준 캐나다 최대 로펌 중 하나로 토론토, 오타와,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등 캐나다 주요
지역에 지점 운영 중 (토론토 지역 담당: Andrew Harrison)

ㅇ DMCL 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604-687-4747
1500 - 1140 West Pender St. Vancouver, BC V6E 4G1
https://www.dmcl.ca/
syoun@dmcl.ca
有, Steve Yoon 회계사
종합 회계 컨설팅 법인으로 BC주 주요 도시에 지점 운영(밴쿠버, 써리, 트라이씨티, 빅토리아 등)

ㅇ MNP 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1-403-263-3385
1500, 640 - 5th Avenue SW Calgary, AB, T2P3G4

홈페이지

https://www.mnp.ca

이메일

Gerald.Kim@mnp.c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Gerald Kim 회계사

비고

캐나다 대표 종합 회계 컨설팅 법인으로 캐나다 전역 주요 7개 거점지역에 지점 운영. 본사는 앨버타주 캘거
리 위치.

ㅇ Kevin Park Professional Corporation (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1-416-706-7653
2347 Kennedy Road, Unit 400, Scarborough, ON, M1T 3T8
https://kevinparkcpaoffice.godaddysites.com/contact-us
kparkcpa@outlook.com
有, Kevin Park 회계사
개인, 기업 상대로 세금 및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제공
<자료원 : 각 사 웹사이트>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