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과 내일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우수성 

캐나다 교육채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 $500 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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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채권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의 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에 대해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여러분이 공인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 Régime enregistré d'épargne-études (REEE)]에 
저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채권이란? 

캐나다 교육채권[Canada Learning Bond (CLB) / Bon d'études canadien 
(BEC)]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을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500 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는 15 세가 될 때까지 매년 
$100 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액 상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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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교육 프로그램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수업료로 쓸 수 있습니다: 

 수습 프로그램 

 CEGEPs/cégeps 

 전문대학 

 직업학교 

 종합대학 

우리 아이도 캐나다 교육채권을 받을 수 있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자녀도 캐나다 교육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했고 

 부모가 캐나다 자녀세금공제[Canada Child Tax Benefit / Prestation 
fiscale canadienne pour enfants] 하에 캐나다 
아동급여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 Supplément de 
la Prestation nationale pour enfants]을 받고 있을 
경우(가족수당[family allowance / allocation familiale]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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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육채권 을 받으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는 다른 급여의 금액이 
달라지나? 

캐나다 교육채권 및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은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다른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인교육적금이란? 

공인교육적금은 캐나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육 저축 계좌로서,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을 위해 여러분 자신, 가족 또는 친구가 
저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캐나다 교육채권은 공인교육적금 계좌에만 입금될 수 있으며, 캐나다 
교육채권을 받기 위해 여러분의 돈을 따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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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교육적금 계좌는 은행, 신용조합 등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개설하거나, 공인 재무설계사 또는 단체 플랜 제공자를 통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 설계사 및 제공자를 집합적으로 ‘공인교육적금 
제공자[RESP provider / fournisseur de REEE]’라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 저축을 해야 하나? 

저축을 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공인교육적금으로 자녀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돈 1 달러만 저축해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교육적금 기여액을 불입하면 다음과 같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채권 및/또는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이란?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 Subvention 
canadienne pour l’épargne-études]은 캐나다 정부가 여러분의 자녀의 
공인교육적금 계좌에 입금해주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공인교육적금에 기여하는 금액과 여러분의 순 가구소득에 따라 연간 
최고 $600 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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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교육적금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며 캐나다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받나? 

1 단계 –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 / Numéro 
d'assurance sociale (NAS)]를 발급받으십시오. 무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1 800 O-Canada (1-800-622-623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Service Canada Centre / Centre service Canada]를 
방문하십시오. 

2 단계 – 여러분이 선택한, 캐나다 교육채권을 제공하는 공인교육적금 
제공자에게 문의하여 공인교육적금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공인교육적금 제공자를 선택하고 다음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캐나다 교육채권 및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을 제공하나? 

 어떤 종류의 공인교육적금을 제공하며(가족 적금, 개별 적금, 단체 
적금 등), 각각의 장점과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투자 상품을 제공하며, 각각의 장점과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사무수수료 및 벌금은 얼마나 되나? 

공인교육적금 제공자[RESP provider / fournisseur de REEE]에게 
물어보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목록이 필요하면  CanLearn.ca(영어) 또는 
Cibletudes.ca(프랑스어)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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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공인교육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공인교육적금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교육채권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영어 또는 프랑스어 서비스만 제공됨) 

1 800 O-Canada (1-800-622-6232) 

TTY/ATS (청각장애인용): 1-800-926-9105 

CanLearn.ca(영어) 또는 Cibletudes.ca(프랑스어)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센터[Service Canada Centre / Centre service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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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제공됩니다 

이 발간물은 다음 기관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인적자원기술개발부 
출판국 
Publishing Services / Services des publications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 Ressources 
humaines et Développement des compétences Canada 
140 Promenade du Portage 
Portage IV, 12th Floor 
Gatineau, Québec 
K1A 0J9 

팩스 : 819-953-7260 

온라인: http://www12.hrsdc.gc.ca(영어) 또는 
http://www12.rhdcc.gc.ca(프랑스어) 

이 문서는 1 800 O-Canada(1-800-622-6232)로 전화하여 주문하면 다른 
판형(큰활자, 점자, 오디오 카세트, 오디오 CD, 전자 텍스트 디스켓, 전자 
텍스트 CD, DAISY 등)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신타자기(TTY/ATS)를 사용할 경우에는 1-800-926-9105 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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