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정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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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건강 정보
COVID-19 와 관련해 즉각적인 지원이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

전화: 1-833-784-4397

영어나 불어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의 통역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

이메일: phac.info.aspc@canada.ca
일반 문의를 위한 캐나다 정부 전화번호: 1-800-O-Canada (622-6232)

캐나다 보건국 (Health Canada):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
세계 보건 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q-a-coronaviruses
COVID-19 자가 진단 기구:
https://ca.thrive.health/covid19/en
의료 장비를 제공 혹은 기부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하십시오:
https://buyandsell.gc.ca/calling-all-suppliers-help-canada-combat-covid-19.
캐나다에서 의료 기기의 라이센스 및 허가에 대한 일반 문의는:
의료 장비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 613-957-7285, 혹은 이메일:
hc.meddevices-instrumentsmed.sc@canada.ca

해외 체류중인 캐나다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 외교부 긴급 지원
o https://travel.gc.ca/assistance/emergency-assistance
❖ 해외 체류중인 모든 캐나다인들은 외교부에 온라인으로 꼭 등록해야 합니다:
o https://travel.gc.ca/travelling/registration
그리고
o 오타와에 위치한 24/7 비상 감시 및 대응 센터 (Emergency Watch and
Response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1 613-996-8885 (콜렉트
콜도 가능), 이메일: sos@international.gc.ca
*의무사항* 캐나다로 돌아오는 모든 여행객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법
(Quarantine Act)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벌금과 형사 제재가 뒤따르며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캐나다인들의 송환을 위해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비행편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업적 비행편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캐나다로 돌아올 수 없는 캐나다인들과
캐나다 밖의 영주권자들에게 현지 언론을 주시하고 COVID-19에 대한 현지 공중 보건
관계자들의 조언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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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해외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캐나다인들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5,000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출 요청 서류 (Loan
Request Form)는 외교부 대리인 (representative)과 연락을 취한 후 대리인이 서류를
제공해줘야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외교부 대리인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접수 번호 (case number)가 없기 때문에
대출 요청은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대출금은 수령후 180일 이내에 캐나다 세입 징수처 (Receiver General of Canada)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 정부는 차입자가 수령할 모든 돈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체류중인 캐나다인들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의 이메일:
CAN.finances.CV19@international.gc.ca

자주 묻는 질문 (이민 및 시민권)
COVID-19 을 고려해 이민국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시민권 선서식, 시민권 시험, 순회 출장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일부 시민권 선서식은 현재 초대에 의해 비디오 선서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중단은 비자 신청 센터 폐쇄, 여행 계획 중단, 지방 관공서와 기업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포함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special-measures.html
영주권 허가를 받았으나 서류를 완료하기 위한 캐나다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왜 캐나다 방문이 불가능한지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정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랜딩 약속은 직접 방문대신 전화로 대체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예약을 했다면 전화
약속을 잡기위해 이메일로 연락받을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마감일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양식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을 통해 언제
귀국하는지 알리면 대부분의 서류를 체출하기 위한 30 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의 경우, 45 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급히 방문하기 위해 방문 비자, 학생 비자 혹은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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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자가 중국에서 신청한다면, 온라인 신청 후 베이징에 있는 비자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내야합니다: beijing-immigration@international.gc.ca
만약 신청자가 이란 혹은 한국에서 신청한다면 온라인 양식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을 작성해 긴급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신청서가 캐나다 밖의 담당자에 의해 처리중이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야 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Temporary Foreign Workers)와 계절 농업 근로자 (Seasonal
Agriculture Workers)의 캐나다 입국이 허용되나요?
시민권자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정부는 계절 농업
근로자, 수산업 (fish/seafood) 근로자, 간병인 (caregiver) 그리고 모든 다른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경 통제가 평소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반드시 입국 서류 (Port of Entry letter, POE)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비자 허가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혹은 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
만약 서류가 없을 시,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및 식품 가공 업주들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임시적으로 수정해 향후 6개월간 2주간의 채용 기간을 면제.
•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저임금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최대 가능한
고용 기간 (maximum allowable employment duration)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개인과 가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유의사항: 2021 년 1 월 3 일부터 휴가 복귀, 가족 방문, 부동산 문제 등을 포함해 해외에서
돌아와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여행자들은 캐나다 회복 혜택에서 자가 격리 기간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를 위해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의료인 등 검역법에
따른 의무 격리에서 면제된 개인은 귀국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A 는 1 월 11 일 세 가지 혜택들에 대한 신청 절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1 년 1 월
3 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대해 청구할 경우, 신청자는 해외 여행으로 인한 자가
격리인지 아니면 격리 상태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CRA 는 앞으로 신청자가 최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해외 여행으로 인한 자가 격리 또는 격리
상태인 개인들의 청구를 연기할 것입니다.

❖ 캐나다 회복 혜택 (Canada Recovery Benefit, CRB)
유의사항: 정부는 CRB 자격 기간의 연장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들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까지 12 주 추가된 총 50 주 동안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12 주 중 첫 4 주는 동일하게 주당 500 달러씩 제공되나 나머지
8 주는 주당 300 달러씩 제공됩니다. 2021 년 7 월 17 일 이후 모든 신청자들 또한 2021 년
9 월 25 일까지 주당 300 달러씩 수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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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캐나다 회복 혜택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1 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EI 자격이
없는 근로자, 긱 경제 (gig economy: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38 주간 주당 500 달러와
최대 12 주간 주당 300 달러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COVID-19 로
인해 계속해서 업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COVID-19 대유행 이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선언 기반, attestation based) 여전히 소득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CRB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2 주의 기간에 대해 1,000 달러 (세금 공제 후
900 달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2 주간 지속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최대 50 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혜택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청자는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요구가
타당할 경우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혜택은 과세 혜택입니다.
신청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신청자들이 다른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수령하며 고용 그리고/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캐나다 회복 혜택
수령액을 제외한 연간 순이익 (annual net income)이 38,000 달러 이상일 경우 소득세
신고를 통해 혜택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연간 순이익이
38,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 달러당 50 센트의 혜택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 년에 10 주간 총 4,000 달러의 캐나다 회복 혜택을 수령한 근로자의 연간
순이익이 최대치인 38,000 달러에서 8,000 달러를 초과해 46,000 달러인 경우
순이익에서 초과한 8,000 달러의 상환액인 4,000 달러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방법
CRA 의 My Account 또는 1-800-959-2019 / 1-800-959-2041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을 위해선 다음 방법을 따르십시오:
1.
2.
3.
4.

선호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영어 또는 불어
1 번을 눌러 CRB 신청을 위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번을 눌러 Canada Recovery Benefit 을 선택하십시오.
메세지에 맞춰 신넘버, 우편 번호, 생년월일, 신청 기간 등을 포함한 정보들을
입력하십시오.
5. 본인이 자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CRA 는 신청을 검증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또는 과거에 직원이었다면
•
•

최근 급여 서류 (pay slips)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 급여를 포함한 고용 확인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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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기록 (Record of Employment)
이름, 주소 그리고 급여 입금이 나와있는 은행 잔고 증명 (bank statements)

만약 현재 또는 과거에 자영업자였다면
•

•
•
•

다음을 포함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 (Invoice):
o 서비스 제공 날짜
o 누구를 위한 서비스였는지
o 개인 또는 회사 이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 수령 (지급액과 남은 잔액을 보여주는 매출 명세표
또는 영수증
일인회사 (sole proprietor), 독립 계약자 또는 파트너십으로 “거래 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보여주는 서류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5,000 달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서류

만약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출산 또는 육아 휴직과 관련된 혜택을 받았다면
• 혜택 증명서 (Statement of benefits)
• 이름, 주소 그리고 혜택 입금이 나와있는 은행 잔고 증명

자격 요건
CRB 를 수령하기 위해선 신청하는 기간 동안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COVID-19 와 관련된 이유로 일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COVID-19 로 인해 전년도
대비 주당 평균 소득이 50% 감소
2. 다음 중 어느 것도 신청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 캐나다 회복 혜택 (CRB)
•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 (CRSB)
• 단기 장애 혜택 (short-term disability benefits)
• 상해 혜택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 고용 보험 혜택 (EI benefits)
• 퀘벡 육아 보험 플랜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른 혜택들
3. EI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캐나다에 거주 중
5. 신청하는 기간에 캐나다에 있었어야 함
6. 최소 15 세 이상
7. 유효한 신넘버 (SIN) 보유
8. 2019 년, 2020 년 혹은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최소
5,000 달러 (지출 공제 전)의 소득: 고용, 자영업, EI 혹은 비슷한 퀘벡 육아 보험
플랜의 출산 및 육아 혜택
9. 2020 년 9 월 27 일 이후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이지 않은 경우
10. 고용 혹은 자영업의 일자리를 찾고 있음
11. 신청한 기간 동안 자신이 지원한 타당한 일자리를 거절하지 않았음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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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는 신청자가 CRB 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진 개인은 벌금이나 징역 등의 추가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여기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 부족한 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영향
CRB 수령시 공제되는 10%의 세금이 내야되는 모든 세금이 아닙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따라 더 많이 (또는 적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시 수령한
CRB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CRA 는 개인의 세금 신고 시 COVID-19 혜택에서 받은 금액을 위해 T4A 세금 신고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득에 따른 영향
CRB 를 수령하며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calendar year) 소득이
38,000 달러 초과할 경우 유지할 수 있는 CRB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CRB 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38,0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 달러당 50 센트의 CRB 수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의 혜택 금액보다 더 많이 반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환금은 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이자가 붙습니다.
CRB 를 제외한 순 이익 (net income)
만약 순 이익이 38,000 달러를 넘는다면
만약 순 이익이 38,000 달러와 같거나
적다면

반환
38,000 달러를 초과하는 1 달러당
50 센트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 이익에 포함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위해 순 이익의 일부로 간주되는
금액 (세금 신고의 line 23600)과 분할 소득 (split income) 및 특정 상환 금액 (certain
repaid amounts)에 대한 일부 조정액. 순 이익에는 수령한 CERB, CRCB 그리고 CRSB 도
포함되지만 CRB 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CRB 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기간
사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을 충족한 어느 기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2 주 신청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날은 2 주가 지난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1 번 기간: 2020 년 9 월 27-10 월 10 일
이미 수령한 CRB 기간의 확인은 CRA 의 My Account 의 COVID-19 Support Payment
Application Detail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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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 에 대한 질문과 답변
50%의 주당 평균 소득 감소 계산 방법
50%의 감소는 2019 년, 2020 년 혹은 지난 12 개월 동안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얻은
주당 평균 소득에 기반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기간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2019 또는 지난 12 개월
$26, 000 (2019 년 또는 지난 12 개월 동안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얻은 소득)
÷ 52
= $500 (2019 년 또는 지난 12 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소득)
÷
2
= $250 (2019 년 또는 지난 12 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소득의 50%)
CRB 2 주 기간
$100 (CRB 신청 기간의 현재 고용 및 자영업 소득)
÷
2
= $50 (CRB 신청 기간의 현재 평균 주당 소득)
CRB 신청 기간의 현재 평균 주당 소득은 반드시 2019 년, 2020 년 또는 지난 12 개월
동안의 평균 주당 소득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 CRB 신청 기간 동안의 주당 평균 소득은 50 달러로 2019 년 또는 지난
12 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소득인 250 달러보다 적기 때문에 신청자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자영업 소득은 수입에서 자영업 수입을 얻기 위한 지출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고용 또는 자영업 소득은 다음도 포함합니다:
•
•
•
•

팁
비자격
소규모
사례비
로열티

배당금 (non-eligible dividends, 배당금 세금 환급 자격이 없으며
사업체 비율로 과세되는 배당금)
(honoraria, 예: 응급 서비스 봉사자에게 지급된 명목상의 액수)
(royalties, 예: 예술가에게 지급)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연금
학자금 대출 및 학비 보조금 (bursaries)
EI 또는 퀘벡 육아 보험 플랜 혜택에서의 출산 및 육아 혜택
캐나다 COVID-19 긴급 또는 회복 혜택

캐나다 거주 중의 정의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캐나다에 집이 있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5,000 달러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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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에 포함:
o 다음을 포함한 모든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 팁 tips
▪ 비자격 배당금 (non-eligible dividends, 배당금 세금 환급
자격이 없으며 소규모 사업체 비율로 과세되는 배당금)
▪ 사례비 (honoraria, 예: 응급 서비스 봉사자에게 지급된 명목상의
액수)
▪ 로열티 (royalties, 예: 예술가에게 지급)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o 장애 혜택 (disability benefits)
o 학자금 대출, 보조금 또는 장학금
o 연금
o 다른 COVID-19 혜택들에 따른 금액:
▪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CESB)
▪ Canada Recovery Benefit (CRB)
▪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만약 기간 동안에 직원이나 자영업자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주마다 수업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2 주의 기간 동안 주정부 또는 주정부 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제의한 수업, 프로그램 또는 트레이닝등에 참여해도,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CRB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B 를 수령하며 일할 수 있나요?
CRB 를 수령하며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38,000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38,000 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선 해당 년도 소득세 신고시 1 달러당 50 센트를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의 혜택 금액보다 더 많이 반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직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하는 캐나다의 국가 고용 서비스인 Job Bank 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일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페널티가 있나요?
합리적인 일자리를 거절할 경우 자동적으로 5 번의 기간 (10 주)에 해당하는 CRB
신청 기간을 손실하게 됩니다. 또한 재신청 하기 위해 5 번의 기간 (10 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또다시 거절할 경우 다시 페널티를 받게됩니다.
동일한 기간에 하나 이상의 혜택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한 기간에 하나 이상의 혜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EI, 주정부의 육아
및 출산 혜택 또는 다른 유급 휴가를 수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회복 혜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020 년 9 월 27 일에서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하나 이상의 혜택을 수령할 수
있나요?
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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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일한 기간에 하나 이상의 혜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EI, 주정부의 육아 및 출산 혜택 또는 다른 유급 휴가를 수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회복 혜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CERB 는 선지급이었는데 CRB 는 왜 후 지급으로 바뀌었나요?
CRB 는 신청자가 일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신청 기간에
일하지 못했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EI 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자격을 총족한 기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청했지만
나중에 일을 하게 되어 반환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 후 그에 따른 혜택은 며칠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혜택들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7 일까지 운영됩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신청은 마지막 날로부터 60 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OVID-19 로 인해 2020 년 9 월 27 일부터 10 월 10 일까지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신청 기간 가능 마지막 날은 2020 년 12 월 9 일입니다.
2020 년에 대한 세금 신고시 예상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CERB 와 회복 혜택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CRA 는 연말에 CERB 와 CRB 에서 받은
금액들을 포함한 총 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또한 38,000 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1 달러당 50 센트씩 수령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한 금액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T1 세금 신고시 적용되며 전체 금액에
포함됩니다.
6 월 말까지 CERB 를 수령했으며 그 후 취업해 일하고 있는 중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RB 를 수령할 수 있나요?
COVID-19 로 인해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다른 자격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이며 추가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CRB 를
수령할 수 있나요?
만약 EI 자격이 없으며 COVID-19 로 인해 취업 및 자영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COVID-19 로 인해 고용/자영업 수입이 최소한 5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른 자격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수령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에는 지난 해 또는 신청일로부터 지난 12 개월 동안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최소 5,000 달러의 소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38,000 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1 달러당 50 센트씩 수령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한 금액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에 수행했던 일에 대해 CRB 를 신청한 후 수입이 지급되면 혜택에 영향을
미치나요?
신청자가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CRB 를 수령하며 고용 및/또는 자영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COVID-19 로 인한 이유로 지난 소득과 비교해
최소 5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38,000 달러를 초과한 소득 (CRB 로 얻은 소득은 제외)에 대해 1 달러당
50 센트씩 수령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CRB 신청 전 해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CERB 에 대한 세금과 38,000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금액, 총 두 번의 재정적
영향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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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는 연말에 CERB 와 CRB 에서 받은 금액들을 포함한 총 소득에 따라 내야할 세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또한 38,000 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 1 달러당 50 센트씩 수령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한 금액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금액은 T1 세금
신고시 적용되며 전체 금액에 포함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EI 프로그램과 같게, 신청자는 2 주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합리적인
근무 기회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합리적일 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정부는 개인들의 상황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개인들이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개인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근무 기회가 개인의 상황에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주가 가능한 빨리 자신을 다시 고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다른 일을
알아보고 수락해야 하나요?
네. CRB 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합리적인 일자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2 주마다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빠른 기간내에 (예: 몇 주 내에) 다시 고용할 것이라는 확고한 제안을 했다면 다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년과 2021 년에 CRB 를 수령했다면 각 해마다 38,000 달러의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각 해마다 CRB 수령액을 제외한 최대 38,000 달러의 순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이며 회사에서 소득을 얻지 않고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반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CRB 반환은 CRB 수령액은 제외한 순이익이 38,0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해당 연도에 수령한 과세 배당금 (taxable dividends)은 수령자의 순이익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새로운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1 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COVID19 로 인해 아프거나 자가 격리해야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최대 2 주간 주당
500 달러 (세금 공제 후 450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
CRSB 를 수령하기 위해선 신청하는 1 주일의 기간 동안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자가 격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하기로 예정된 주의
최소 50%의 일을 하지 못함:
• COVID-19 에 감염됐거나 혹은 COVID-19 에 감염됐을 수 있음
• COVID-19 로 인해 자가 격리 권고를 받음
• COVID-19 에 감염될 위험이 더 큰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음
2. 같은 기간내에 다음 중 어느 것도 신청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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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4.
5.
6.
7.

8.

캐나다 회복 혜택 (CRB)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 (CRCB)
단기 장애 혜택 (short-term disability benefits)
상해 혜택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고용 보험 혜택 (EI benefits)
퀘벡 육아 보험 플랜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른
혜택들
캐나다에 거주 중
신청하는 기간에 캐나다에 있었어야 함
최소 15 세 이상
유효한 신넘버 (SIN) 보유
2019 년, 2020 년 혹은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최소
5,000 달러 (지출 공제 전)의 소득: 고용, 자영업, EI 혹은 비슷한 퀘벡 육아
보험 플랜의 출산 및 육아 혜택
고용주로부터 신청하는 기간과 같은 기간에 대해 유급 휴가를 받고 있지 않음

기간마다 수령 가능한 금액
CRSB 는 신청하는 1 주일의 기간마다 세전 500 달러를 지급하며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
금액은 450 달러입니다.
만약 신청하는 주에 어느정도 일을 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반드시 50%를 초과하는 만큼의 일을 하지 못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최대 2 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영향
CRSB 수령시 공제되는 10%의 세금이 내야되는 모든 세금이 아닙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따라 더 많이 (또는 적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시 수령한
CRSB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CRA 는 개인의 세금 신고 시 COVID-19 혜택에서 받은 금액을 위해 T4A 세금 신고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
CRSB 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황이 지속된다면 2 번째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60 일 이후까지 다음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기간 사이에 최대 2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번의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COVID-19 로 인해 아프거나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경우, 주에 50%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신청
가능한 다음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간 시작과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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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 주의 기간은 일요일에 시작에 그 다음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신청자는 신청하는
1 주의 기간이 종료된 후 첫 번째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 기간: 2020년 9월 27일-10월 3일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10 월 5 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자격 요건은 2 번의 기간 후 종료됩니다.
이 혜택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2 번의 기간에 도달하면 더 이상 CRSB 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
•

COVID-19 로 인해 아프거나 자가 격리하는 기간이 2 번의 기간 이상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COVID-19 로 인해 다시
아프거나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방법
CRA 의 My Account 또는 1-800-959-2019 / 1-800-959-2041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을 위해선 다음 방법을 따르십시오:
1.
2.
3.
4.

선호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영어 또는 불어
1 번을 눌러 CRB 신청을 위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번을 눌러 Canada Recovery Benefit 을 선택하십시오.
메세지에 맞춰 신넘버, 우편 번호, 생년월일, 신청 기간 등을 포함한 정보들을
입력하십시오.
5. 본인이 자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CRA 는 신청을 검증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다음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또는 과거에 직원이었다면
•
•
•
•

최근 급여 서류 (pay slips)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 급여를 포함한 고용 확인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고용 기록 (Record of Employment)
이름, 주소 그리고 급여 입금이 나와있는 은행 잔고 증명 (bank statements)

만약 현재 또는 과거에 자영업자였다면
•

•

다음을 포함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 (Invoice):
o 서비스 제공 날짜
o 누구를 위한 서비스였는지
o 개인 또는 회사 이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 수령 (지급액과 남은 잔액을 보여주는 매출 명세표
또는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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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인회사 (sole proprietor), 독립 계약자 또는 파트너십으로 “거래 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보여주는 서류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5,000 달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서류

만약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출산 또는 육아 휴직과 관련된 혜택을 받았다면
• 혜택 증명서 (Statement of benefits)
• 이름, 주소 그리고 혜택 입금이 나와있는 은행 잔고 증명

검증에 따른 처리 기간: 신청자로부터 모든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4 주가 걸립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CRSB 에 대한 질문과 답변
CRSB 를 신청하기 전 다른 병가를 소진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용주나 EI, 개인 보험 또는 다른 병가를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도 CRSB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가와 CRSB 를 동일한 기간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COVID-19 에 두 번 감염될 경우 CRSB 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CRSB 는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최대 2 주간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격리해야하지만 재택 근무는 가능할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CRSB 는 COVID-19 와 관련해 아프거나 격리를 해야하며 예정된 일의 50%가
감소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정된 일의 50% 이상을 재택 근무로 가능할
경우에는 CRSB 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COVID-19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 머물라는 권로를 받은 경우 CRSB 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COVID-19 로 인해 아프거나 그에 관련된 이유 또는 감염 의심으로 고용주, 의료
종사자, 간호사, 정부 또는 보건 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권고를 받았다면 최대 2 주의
CRSB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2-3 일만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왜 1 주일
전체를 신청해야 하나요?
CRSB 는 근로자가 COVID-19 에 아프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COVID-19 에
노출될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소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혜택 제공에 대한 단순화된 접근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미만의 기간에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COVID-19 에 관련된 이유로 아플경우 CRSB 와 EI 질병 수당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COVID-19 에 관련된 이유로 아프고 CRSB 와 EI 질병 수당 둘 다 신청 가능하다면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에 CRSB 와 EI 질병 수당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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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유의사항: 정부는 CRCB 자격 기간의 연장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들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까지 총 42 주 동안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1 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자격을 충족한
캐나다인들에게 한 가정당 최대 26 주간 주당 500 달러 (세금 공제 후 450 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OVID-19 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그리고 다른 탁아 프로그램 시설들의
폐쇄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아이들 또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부양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나다 정부는 그러한 시설들의 이용이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들과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CRSB 를 수령하기 위해선 신청하는 1 주일의 기간 동안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기로 예정된 주의 최소 50%의 일을 하지
못함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에 있어야 하는 12 세 이하의 아이 또는 가족을
간병해야 함:
• COVID-19 와 관련된 이유로 인해 학교, 어린이집, 요양 프로그램
또는 요양 시설이 운영되지 않거나 사용 불가능
• 평상시의 간병 서비스가 COVID-19 로 인해 사용 불가능
• 신청자가 간병하는 사람이:
▪ COVID-19 로 인해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이 있음
▪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COVID-19 에 노출될 경우 위험성이
높음
▪ COVID-19 로 인해 자가 격리중: 자가 격리는 의사, 간호사,
위생 당국 그리고 정부등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기간내에 다음 중 어느 것도 신청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 캐나다 회복 혜택 (CRB)
•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 (CRCB)
• 단기 장애 혜택 (short-term disability benefits)
• 상해 혜택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 고용 보험 혜택 (EI benefits)
• 퀘벡 육아 보험 플랜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른
혜택들
4. 캐나다에 거주 중
5. 신청하는 기간에 캐나다에 있었어야 함
6. 최소 15 세 이상
7. 유요한 신넘버 (SIN)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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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 년, 2020 년 혹은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안에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최소 5,000 달러 (지출 공제 전)의 소득: 고용, 자영업, EI 혹은 비슷한 퀘벡
육아 보험 플랜의 출산 및 육아 혜택
9. 신청자가 혜택을 신청하는 단 한명의 사람이어야 함
10. 고용주로부터 신청하는 기간과 같은 기간에 대해 유급 휴가를 받고 있지
않음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 방법
CRA 의 My Account 또는 1-800-959-2019 / 1-800-959-2041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을 위해선 다음 방법을 따르십시오:
1.
2.
3.
4.

선호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영어 또는 불어
1 번을 눌러 CRB 신청을 위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3 번을 눌러 Canada Recovery Benefit 을 선택하십시오.
메세지에 맞춰 신넘버, 우편 번호, 생년월일, 신청 기간 등을 포함한 정보들을
입력하십시오.
5. 본인이 자격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CRA 는 신청을 검증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추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다음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또는 과거에 직원이었다면
•
•
•
•

최근 급여 서류 (pay slips)
온라인으로 가능할 경우 급여를 포함한 고용 확인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고용 기록 (Record of Employment)
이름, 주소 그리고 급여 입금이 나와있는 은행 잔고 증명 (bank statements)

만약 현재 또는 과거에 자영업자였다면
•

•
•
•

다음을 포함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 (Invoice):
o 서비스 제공 날짜
o 누구를 위한 서비스였는지
o 개인 또는 회사 이름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 수령 (지급액과 남은 잔액을 보여주는 매출 명세표
또는 영수증
일인회사 (sole proprietor), 독립 계약자 또는 파트너십으로 “거래 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보여주는 서류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5,000 달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서류

만약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출산 또는 육아 휴직과 관련된 혜택을 받았다면
• 혜택 증명서 (Statement of benefits)
• 이름, 주소 그리고 혜택 입금이 나와있는 은행 잔고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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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 따른 처리 기간: 신청자로부터 모든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4 주가 걸립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기간마다 수령 가능한 금액
CRCB 는 신청하는 1 주일의 기간마다 세전 500 달러를 지급하며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
금액은 450 달러입니다.
동일한 가정 (같은 주소에 가족으로 거주)에 자격을 충족한 한 명의 사람만 해당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각 가정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최대 26 주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도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

한 명 이상의 가족을 간병
50% 미만으로 근무

신청 가능 기간
CRCB 는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속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60 일 이후까지 다음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기간 사이에 최대 26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 주의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가족을 간병한다면 주에 50%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신청 가능한 다음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간 시작과 종료 날짜
각 1 주의 기간은 일요일에 시작에 그 다음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신청자는 신청하는
1 주의 기간이 종료된 후 첫 번째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번 기간: 2020 년 9 월 27 일-10 월 3 일
유의 사항: 자격 요건은 2 번의 기간 후 종료됩니다.
이 혜택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2 번의 기간에 도달하면 더 이상 CRSB 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동일한 또는 다른 가족을 26 주 이상 간병하거나 COVID-19 로 인해 학교,
어린이집, 요양 프로그램 또는 요양 시설이 지속적으로 닫거나 사용 불가능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세금에 대한 영향
CRCB 수령시 공제되는 10%의 세금이 내야되는 모든 세금이 아닙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따라 더 많이 (또는 적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시 수령한
CRCB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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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는 개인의 세금 신고 시 COVID-19 혜택에서 받은 금액을 위해 T4A 세금 신고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CRCB 에 대한 질문과 답변
CRCB 를 신청하기 전 다른 휴가를 소진해야 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CRCB 와 EI 및 다른 유급 휴가를 포함한 유급 수당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개학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위험하다고 느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CRCB 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학교나 육아 시설이 문을 열었음에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경우는 CRCB 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COVID-19 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료 종사자나
간호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럴 경우 다른 자격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CRCB 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CRCB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당 예정된 일이 최소 50% 감소하고 학교나 육아 시설이
COVID-19 의 이유로 문을 닫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는 COVID-19 의 이유로
아이가 아프거나 의료 종사자의 권고로 아이가 격리를 해야합니다.
학교나 육아 시설이 문을 열었지만 가족 구성원이 면역 결핍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학교나 육아 시설이 문을 열었음에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르는
경우는 CRCB 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COVID-19 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료 종사자나
간호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럴 경우 다른 자격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CRCB 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CRCB 는 선언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신청 시 또는 추후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동거인이 같은 집에 살면서 CRCB 를 수령할 수 있나요? 만약 별거중이며 양육권을
공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CRCB 는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가능한 주 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구에 가능한 전체 주 수는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총 26 주입니다.
양육권을 공유할 경우 육아가 필요한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최대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가구도 최대 26 주까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저와 동거인이 집에 머물러야 하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머무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한 명은 아이를 돌보고 다른 한명은 노인을 돌보는 경우 둘 다
CRCB 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CRCB 는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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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가능한 주 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구에 가능한 전체 주 수는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총 26 주입니다.

❖ 고용 보험 (EI)의 변화
유의사항: 정부는 EI 일반 수당 최대 주수의 연장을 유지해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들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까지 최대 50 주 동안 혜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일반 혜택 수령을 위한 최소 주가 14 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0 년 9 월 27 일부터 EI 일반 수당의 수령을 돕기 위해 EI 프로그램에 일시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변화들은 1 년간 유지됩니다:
•

•
•
•

2020 년 8 월 9 일부터 캐나다 모든 지역에 13.1%의 최소 실업률 (minimum
unemployment rate) 적용
o 실업률이 더 높은 지역의 개인은 그 실업률에 맞춰 산정
o 그로 인해 최소 26 주의 일반 수당 수령 가능
필요한 420 시간의 적립을 돕기 위해 1 회성의 300 시간을 지급해 개인들은
120 시간만 필요
주당 세금 공제 전 최소 500 달러를 수령하게 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수령도 가능함
CERB 를 수령한 경우 보험 시간 (insured hour)을 누적하기 위한 52 주 기간이
연장됨

EI 로의 전환
CERB 를 수령했었다면 자동으로 EI 자격을 얻나요?
CERB 의 수령이 자동적으로 EI 수령 자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CERB 에서 EI 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많은 임시적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신청자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는 등을 포함만 자격 조건들을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CERB 를 신청했었다면 처음 CERB 를 신청했을 시
사용된 고용 기록서가 EI 로의 전환 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CERB 수령 기간을
포함해 자격을 충족한 기간 동안의 고용 기록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고용 기록서들은 자격 요건의 충족을 포함해 수령 가능한 수당을 계산하는데
사용됩니다. 만약 CRA 를 통해 CERB 를 수령했다면 EI 신청시 모든 고용 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리 (separation) 와 가능성 (availability) 문제는 EI 수당의 자격 요건을 결정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 팬데믹을 고려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됩니다.
EI 신청을 위해 얼마나 일을 그만 두었어야 하나요?
EI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전히 7 일 연속으로 일을 못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수익 (insurable earnings)이 없어야 합니다.
2020 년 9 월 27 일과 10 월 25 일 사이에 신청된 EI 의 대기 시간은 면제됐습니다.
또한 공공 보건 조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2020 년 9 월 27 일 이후 1 년간 신청된
새로운 EI 질병 수당 신청에 대한 대기 기간도 면제됐습니다
CERB 보다 더 많은 혹은 적은 금액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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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를 통해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일시적 최소 주당 금액인 500 달러부터 2020 년
최대 주당 금액인 573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EI 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연방, 주 또는 준주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MSCA 계정에 로그인해 수령 가능한 금액과 수령 가능한 기간을 포함한
EI 수당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CERB 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실직했습니다. 그래도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EI 일반 수당이나 다른 수당의 첫 청구를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신청했다면 CERB 의 수령과 관계없이 일회성의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신청이 진행될 때 자동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9 월 27 일 이전에 EI 를 신청한 사람들은 CERB 나 EI 를 받게 되나요?
2020 년 3 월 15 일부터 9 월 26 일 사이에 EI 일반 수당을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은
CERB 를 통해 처리됐습니다.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CERB 를 수령했고 28 주를 소진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 년 8 월 20 일에 발표된 일회성 추가 시간과 13.1%의 최소
실업률을 포함하는 촉진 조치들에 따라 자동적으로 EI 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CERB 혜택을 소진했다면 EI 전환시 지제되나요?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CERB 를 수령했으며 28 주를 소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29 주의 CERB 수령 후 (또는 2020 년 10 월 3 일에 CERB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EI 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적은 경우로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CERB 를
수령한 캐나다인들은 EI 수령을 위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RA 를 통해 CERB 를 수령했으며 28 주 후에도 재정직 지원이 필요한 캐나다인들은
EI 수령을 위해 신청해야 합니다.
EI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의 충족과 지속적으로 례택을
수령하기 위해 2 주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EI 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연방, 주 또는 준주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CERB 수령 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EI 수령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격 요건과 혜택을 수령하기 위해선 반드시 2 주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제되는 일이 없도록 완료하지
않은 보고서들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EI 자격이 있지만 CRA 를 통해 CERB 를 수령해왔다면 자동으로 EI 로
전환되나요?
아니요. 만약 EI 자격이 있지만 CRA 를 통해 CERB 를 신청하고 수령했다면 28 주의
CERB 를 소진한 후 EI 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한 EI 청구가 있으며 아직 다 소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하게
될 금액에 따라 예전에 신청한 EI 와 새로 신청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나요?
만약 수령 가능한 EI 수당이 있다면 서비스 캐나다는 자동적으로 현존하는 수당
금액에 따라 재개할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 현존하는 신청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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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존하는 신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 현존하는 신청에서 남은 ㅇ수령 가능한
기간들은 상실되며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EI 를 통해 수령 가능한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9 월 25 일 사이에 새롭게 신청된 EI 의 경우 주당
최소 500 달러 또는 확대된 출산 휴가의 경우는 주당 300 달러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EI 를 수령하며 일할 경우 수익의 50% 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당 수익의 90%까지 EI 수당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상한선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1 달러당 1 달러씩 공제됩니다.
최고 수익 주의 수가 EI 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수당 계산은 신청자가 자격을 충족한 기간 중 최고 수익을 얻은 주를 고려해
계산됩니다. 13.1%의 최소 실업률을 기준으로 14 주간의 최고 수익을 기초해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14 주보다 적은 수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면 일한 주가 계싼에 사용될
것입니다.
실직 후 분리 (separation)로 수령한 금액들이 EI 수당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요. 일시적인 조치로 실직 후 수령한 대부분의 분리 금액은 2020 년 9 월 27 일
이후로 1 년간 신청된 EI 수당에 영항을 미치지 않습니다.
COVID-19 로 인해 가능한 일이 없는 경우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일반적으로 EI 일반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직 중이어야 하고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증거로는 일자리에 지원한 신청서들, 인터뷰 Job Bank 에서의 일자리 검색 기록등이
사용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일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수당 수령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EI 로 전환됐을 때, 직원들의 주당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용주들이 보충
실업 수당 (Supplemental Unemployment Benefit, SUB) 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그러할 계획이 있는 고용주들은 서비스 캐나다에 SUB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접수할 경우 고용주는 EI 일단 또는 질병 수당을 받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등록되어 SUB 를 통해 지불되는 금액은
EI 에 관여되는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EI 수당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프거나 학교가 휴교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처럼 COVID-19 와 관련된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EI 혜택을 먼저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요.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또는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신청 전에 먼저 EI 혜택을 수령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EI 와 CRB 수당 또는 다른 유급 휴가등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이며 CRB 를 수령한다면 EI 신청 시 그 주들이
EI 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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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은 자격을 충족했으며 COVID-19 로 관련된
이유로 인해 12 세 이하의 아이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EI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과 EI 는 동시에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수령은 EI 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요
고용 보험의 수령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고용 보험 신청 전 1 년 동안, 혹은 마지막 신청
이후부터 일한 신청 가능한 보험 시간 (insurable hour)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자격 기간 (qualifying period)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캐나다인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격 기간을 축적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최소한의 120 시간의 자격을 얻는
것을 돕기 위해 EI 신청자는 1 회성의 보험 시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
•

일반 수당 청구시 300 시간 (실직)
특수 수당 청구시 480 시간 (병가, 출산/육아, 간병등)

CERB 초기에 CERB 에서 고용 보험의 출산, 육아, 간병 혹은 근로 나눔 (work-sharing)
수당으로의 전환을 신청했지만 보험 시간이 부족해 EI 신청을 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2020 년 3 월 15 일자로 소급 적용되어 보험 시간 크레딧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청자들의 자격 기간 또한 연장될 것입니다.
보험 시간 크레딧은 노동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며 안정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해
1 년간 신규 고용 보험 청구에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전역의 EI 최소 실업률 (minimun EI unemployment rate)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들을 CERB 에서 다시 EI 체계로 전환하고 노동력으로 복귀하는데
돕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EI 일반 수당의 신청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든
EI 경제 지역 (EI economic region)에서 13.1%의 최소 실업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20 년 8 월 9 일부터 1 년간 시행됩니다. 실업률이 13.1% 미만인 EI 지역의
개인은 13.1%를 기준으로 EI 수당을 산정하고, 실업률이 더 높은 지역의 개인은 그
실업률에 맞춰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EI 를 신청할 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실업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
•

신청인이 EI 일반 수당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자격 기간 동안 누적해야 하는
고용으로 인한 보험 시간 (420-700 시간)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EI 일반 수당 기간 (14-45 주), 그리고
주당 급여율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최고 주당 소득의 기간 (14-22 주)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을 때 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렵기 때문에 EI 는 지역
실업률을 사용해 EI 일반 수당을 산정합니다.
이 변화는 COVID-19 로 인해 전통적인 실업률 척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해 EI 일반 수당에 필요한 균일한 자격 요건을 420 시간으로
설정하고 (보험 시간 크레딧 적용 전), 일반 수당을 최소 26 주간 제공할 것이며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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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율을 설정하는데 사용될 최고 주당 수득의 기간을 14 주로 설정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보험 시간 크레딧과 합쳐 개인은 120 시간으로 EI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소 수당율 (minimum benefit rate)
신청자들을 돕고 EI 신청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2020 년 9 월 27 일부터 새롭게 EI 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만약 본인들의 EI 수당이 400 달러보다 적다면, 주당 400 달러 (또는
연장된 육아 수당의 경우 240 달러)의 최소 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EI 수당율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EI 신청 전의 평균 주당 소득에 기반에 산정됩니다.
EI 보험료율 (EI premium rate) 동결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사태들을 겪는 캐나다 사업들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자들의 EI 보험료율을 2020 년 수준인 100 달러당 1.58 달러로
2 년간 동결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비용에 비해 1.4 배를 더 지불하는 고용주들의 경우
100 달러당 2.21 달러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 기록 (Record of Employment)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ei-roe.html
고용주들은 ROE 에 대한 분리 사유로 Code A (Shortage of work)를 사용해야 합니다.
ROE 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 고용주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 해고);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는 높은
수준 (high-level)의 절차입니다:
o 대리인은 고용주에게 전화해 분리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시도합니다. 48 시간 내에 두번의 전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음성
메세지는 고용주가 음성 메세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 남겨집니다.
o 전화 시도가 실패하면 대리인에 연락하라는 편지가 우편을 통해
고용주에게 보내집니다. 10 일의 지연이 제공됩니다.
o 이러한 시도 후에도 고용주가 대리인에 연락하지 않는다면 고용주와의
사실 확인 없이 서류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만 결정됩니다.
•

청구를 계산하기 위한 ROE 가 누락되고 고객이 ROE 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경우는,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는 높은 수준의 절차입니다:
o 대리인은 고용주에 전화해 ROE 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려
시도합니다. 48 시간 내에 두번의 전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음성
메세지는 고용주가 음성 메세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 남겨집니다.
o 전화 시도가 실패하면 대리인에 연락하라는 편지가 우편을 통해
고용주에게 보내집니다. 10 일의 지연이 제공됩니다.
o 첫번째 편지가 발송되는 즉시, 대리인은 ROE 없이 청구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 잠정 ROE 과정을 시작하고 혜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고용주가 첫번째 편지 후 ROE 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출을
요청하는 두번째 편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시점에서 대리인은
두번째 편지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일은 사실 확인
서비스 (Integrity Service)에 넘겨져 그 쪽에서 고용주와 추후 확인을
합니다.

진단서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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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격리 조치된 청구인은 진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연방법이나 주정부법 하에 격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 의료 공무원의 명령하에 격리, 혹은
의료계 공무원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권고하고 또한 고용주, 의사,
간호사나 격리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o 그러나 격리 기간 동안에 병이 걸려 격리 기간 이상의 혜택을 받는
청구인은 현재 모든 다른 질병 수당 청구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될
것이므로, 진단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CERB 반환 또는 상환
만약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CERB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CERB 수당을
상환해야 합니다:
• 예상보다 더 일찍 고용 혹는 자영업으로 인한 수입이 생겼을 경우
• CERB를 신청했으나 자격을 충족하지 못 했을 경우
• CRA와 서비스 캐나다에서 같은 기간에 대한 CERB 수당을 동시에 수령했을 경우

CERB 반환 방법
일반 (CRA)을 통한 CERB 금액의 반환:
1. 우편을 통한 반환
a. 만약 CERB 수표를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다음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하십시오.
b. 계좌 이체 (direct deposit)을 통해 수령했거나 수표를 입금했을 경우
다음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발송하십시오.
c. 수령인 (payable to)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 입니다.
d. 수표에 본인의 SIN 넘버를 적으시고 Repayment of CERB 라는 것을
적으십시오.
e. 주소는 Revenue Processing – Repayment of CERB, Sudbury Tax
Centre, 1050 Notre Dame Avenue, Sudbury ON P3A 0C3 입니다.
f. 우편을 통해 발송시 현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2. 본인 금융 기관의 온라인 뱅킹을 통한 방법
a. 거래하시는 금융 기관의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 로그인하십시오.
b. 수취인 추가 (add a payee)에서 CRA (revenue) – tax instalment 와
같은 옵션을 찾으십시오.
c. SIN 넘버를 CRA account number 로 입력하십시오.
3. CRA 의 My Account 를 통한 방법
a. 5 월 11 일부터 CRA 의 My Account 를 통해 CERB 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b. CRA 의 My Account 에 로그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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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VID-19 Emergency Support Details 의 전체 (Overview)
페이지에서 Proceed to pay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d. 반환할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f. 만약 계정이 없을 경우, 가입하거나 My Service Canada 계정을 사용해
My Account 에 직접 접속하십시오. (My Service Canada 계정의 편리한
링크를 통해 가입하지 않더라도 My Account 로 이동 가능).
*현금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EI 를 통한 CERB 금액의 반환:
1. 우편을 통한 수표나 머니 오더 (money order)
1. 주소는 ESDC Remittances, PO Box 1122, Matane QC G4W 4S7
입니다.
2. 수령인 (payable to)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 입니다.
3. 수표나 머니 오더에 본인의 SIN 넘버를 적으시고 Repayment of CERB 라는
것을 적으십시오.
4. 우편을 통해 발송시 현금을 보내지 마십시오.
5. CERB 는 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보 전표 (information slip)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CERB 를 반환하신다면 서비스
캐나다는 지불을 번복할 것이며 그럴 경우 정보 전표를 수령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보 전표가 부적절하게 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0 년 12 월
31 일 이전에 CERB 를 상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상환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CRA 에 문의하거나 CRA 지불 페이지를 방문하여
12 월 31 일까지 일정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십시오.
2. 금융 기관을 통한 방법
1. 수표나 머니 오더에 본인의 SIN 넘버를 적으시고 Repayment of CERB
라는 것을 적으십시오.
3. 인터넷을 통한 방법
1. 금융 기관의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서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를 선택하십시오.
2. 주의 사항: CRA 홈페이지의 My Payment 를 통해서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3. 위의 두가지 방법은 현재 상황에 따라 처리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 저소득 필수 근로자들을 위한 일시적 급여 보조
연방 정부는 풀타임으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지만 한달에 2,500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저소득 필수 근로자들을 위해 주정부와 준주정부와 협력해 일시적인 급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병원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기 요양 시설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들, 우리의 선반과 식탁에 음식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 등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주는 각자 다른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 급여 보조에 반영되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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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각 주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재택 근무 지출에 대한 공제 청구
COVID-19 로 인한 전례없는 어려움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며 방과 거실
등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RA 는 2020 년 세금 연도의 재택
근무 (home office) 공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일시적으로 균일 비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청구자는 직원으로서 재택 근무 비용 (가정 내 업무 공간 지출, 사무 용품 그리고 특정
전화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청구자의 개인 소득 신고에서
청구됩니다. 공제는 세금을 내는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은 소득세 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택 근무 기간에 대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COVID-19 로 인해 2020 년에 집에서 근무했거나 고용주가 집에서 일하도록
요구함
2020 년 최소 4 주 연속으로 50% 이상 재택 근무
고용주가 작성하고 서명한 T2200S 또는 T2200 서류를 가지고 있음 (청구를
완료하기 위해 상세한 방법이 사용됐을 경우에만 해당)
지출이 해당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업무에 사용됨

더 짧은 자격 기간을 이용하면 오랜 관행하에 진행된 것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시적 균일 비용 방식
새로운 일시적 균일 비용 방식은 재택 근무 비용 청구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COVID19 로 인해 2020 년 최소 4 주 연속으로 50%이상 재택 근무한 경우 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는 기간 동안 집에서 일했던 하루당 2 달러를 청구할 수 있고
COVID-19 로 인해 2020 년 에 집에서 일했던 추가 일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시적 균일 비용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인당 400 달러 (근무 200 일)
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재택 근무자 1 명당 일시적 균일 비용 방식을 사용해 재택 근무 지출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집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20 년 세금 연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시적 균일 비용 방식 간소화
업무 공간의 크기 계산, 지원 문서 보관, 고용주에 의해 작성 및 서명된 T2200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근무일로 간주되는 사항:
•
•

집에서 풀타임으로 일한 날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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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로 간주되지 않은 사항:
•
•
•
•

쉬는 날 (days off)
휴가
병가
기타 휴가 또는 부재

하루당 2 달러의 균일 비용에 해당되는 지출
일시적 균일 비용 방식은 재택 근무에 따른 지출을 청구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기타 고용 비용 (line 2290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택 근무 지출에 따른 공제를 청구하는데 상세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상세한 방법을 통해 재택 근무 기간 동안 지불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VID19 로 인해 집에서 일한 경우 상세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처리를 간소화했습니다.
CRA 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

간소화된 T2200S 와 T777S 생성
청구하려는 지출 공제를 위한 계산기 생성
직원과 고용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 T2200S 와 T777S 작성시 전자 서명 수락
(2020 년 세금 연도만)

작업 공간 계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세금 서류 링크:
1. Form T2200S,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 for Working at
Home During COVID-19
2. Form T777S, Statement of Employment Expenses for Working at Home
Due to COVID-19

❖ 특별 상품 및 서비스 세금 지불
재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1200 만명 이상의 중∙저 소득층들을 위해,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 공제 (Goods and Service Tax Credit, GSTC)를 통해 2020 년 4 월
9 일에 1 회 특별 지급을 제공했습니다.
그로인해 2019-2020 연도의 연간 최대 GSTC 지급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 증가는, 개인은 400 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부부나 커플은
600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원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자동으로 받게될 것입니다.

❖ 모기지 지원
캐나다의 은행들은 고객들과 협력하여 사례별로 유연성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급여 차질, 육아 차질 또는 질병과 같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형 은행들은 이 지원에는 최대 6개월의 모기지 상환 연기, 그리고
다른 신용 상품에 대한 구제 기회가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모기지 상환 유예 관리 도구 (Mortgage Default Manage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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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와
다른 모기지 보험회사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을
대출 기관들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지급 연기, 대출 재상환 (loan re-amortization),
미변제 이자 체납금 및 기타 적격 경비의 자본화 (capitalization of outstanding
interest arrears) 그리고 특별 지불 약정 (special payment arrangements)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CMHC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소유주 CMHC 보험
담보 대출 (homeowner CMHC-insured mortgage loans)에 대한 담보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MHC는 대출 기관들이 상환 연기 시작을
즉시 허용하도록 허가할 것입니다.

❖ 노인들을 위한 지원
노령 연금 (Canadians on Old Age Security)
2022년 6월 기준 75세 이상이며 노령 연금을 수령중인 노인들에게 2021년 8월 1회성의
500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75세 이상이며 노령 연금을 수령중인 노인들의 연금을 10%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령자들은 첫 해에 766달러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될 것입니다.
등록 퇴직 소득 기금 (Registered Reritement Income Funds, RRIFs)
변동하는 시장 상황과 많은 노인들의 퇴직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0년에 한해
등록 퇴직 소득 기금에서의 필요한 최소 인출 금액 (required minimum withdrawals)을
25%까지 낮출 것입니다. 이로인해 최소 인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RRIF 자산을
청산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노인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확정 기여 연금
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gistered Pension Plan)에 따라 변동 혜택 급여를 받는
개인에게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서비스: 물건 배달과 개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personal outreach)
정부는 노인들에게 현실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나이티드 웨이 캐나다 (United
Way Canada)를 통해 각 지역의 단체들에 9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식료품, 의약품, 혹은 다른 필요 제품등의 배달, 또는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사회의 지원에 연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뉴 호라이즌 프로그램을 통한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
2019-2020 노인들을 위한 뉴 호라이즌스 (New Horizons for Seniors Program)
커뮤니티 기반 스트림에서 자금을 받은 단체는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노인들에게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은 즉각 시작 가능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기기, 가상 활동 및 원격 튜토리얼을 제공해 지역 사회 및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지원;
• 가정에서 자가 격리중인 노인들에게 음식 및 의약품 배달 지원;
• 의사 방문등 노인들의 필수적인 활동 지원;
• COVDI-19로 인한 노인 자원 봉사자으 손실을 대처하기 위한 직원 고용;
• COVDI-19 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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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들을 위한 지원

❖ 캐나다 긴급 임대 지원금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OVID-19 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캐나다 사업체, 비영리 단체 혹은 자선 단체들은
2020 년 9 월 27 일부터 2021 년 6 월까지 상업 임대 혹은 관련된 지출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제공될 예정이며 건물주의 참여가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신청차가 기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신청자의 사업체가 1 주일 혹은 그
이상의 공중 보건 명령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경우, 봉쇄 (lockdown)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
임대 지원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반드시 4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조건 충족:
•

2020 년 9 월 27 일에 CRA 사업 번호 (business number) 소유, 혹은
2020 년 3 월 15 일에 급여 계좌 (payroll account) 소유했거나 본인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나 파트너십이 급여를 송금, 혹은
• 위 2 개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 자산을 다른 사람이나 파트너십으로 부터
구매했으며 특별 자산 취득 규칙에 따라 선거를 치룸. 특별 자산 취득
규칙은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과 동일함, 혹은
• 추가될 다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o 유의사항: 현재 추가된 조건은 없습니다.
o 사업 번호는 없지만 b 또는 c 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 CERS 를
신청하기 전 사업 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o CERS 를 신청하는 데 급여 계좌는 필요치 않습니다.
2. 자격을 충족한 사업,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자격을 충족한 단체):
• CERS 신청이 가능한 사업,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o 신탁 (trust)이 아닌 개인
o 소득세를 면제받지 않는 법인 (또는 신탁) (소득세법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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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득세를 면제받는 다음 사람들 (소득세법 1 부)

• 비영리 단체
• 농업 단체
• 무역 위원회
• 상공 회의소
• 과학 연구와 실험 개발을 위한 비영리 법인
• 노동 단체
• 공제 조합
o 등록 자선 단체
o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로 구성된 파트너쉽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이
파트너쉽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파트너쉽)
o 다음과 같이 규정된 단체:
•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 원주민 정부 소유의 법인들
•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과 특정 원주민 정부로 구성된
파트너쉽
• 등록된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회
• 사립 학교나 사립 대학, 그리고
•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로 구성된 파트너쉽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이 파트너쉽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파트너쉽 포함)
• 공공 기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 기관에는 시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 공립 대학, 대학과 학교 그리고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 만약 본인의 사업,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가 다른 자격을 충족하는
독립적인 단체와 관계됐다면 소속 단체 (affiliated entity)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지원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o 만약 신청자가 CERS 를 신청하는 다른 사업,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자격을 충족한 지출에 대한 30 만
달러의 한도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o 청구에 동의한 비율을 신청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o 신청서에는 최대 10 개의 소속 단체를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10 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할당 (백분율)을 가진
단체를 입력하고 전체 목록은 기록을 위해 보관하십시오.
3. 수익 감소 경험
• 수익 감소는 기준 기간 동안의 자격을 충족한 수익과 이전 기간의 자격을
충족한 수익 (기본 수익, baseline revune)을 비교해 계산됩니다.
• 지원금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 감소는 없습니다. 수익이
감소한 비율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o 온라인을 통한 수익 감소 계산:
• 청구 가능한 지출에 대해 정독한 후,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수익 감소와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o 계산법에 대한 설명:
•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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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가능한 수익
o 신청 가능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캐나다내에서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 상품 판매
• 서비스 제공, 그리고
• 본인의 자원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
o 만약 신청자의 일반 회계 방식이 발생법 (accrual method)이라면
현금법 (cash method)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대도 가능) 모든
청구에 동일한 회계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특별 수익 상황
o 등록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
• 등록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 그리고 몇몇 단체들은 신청
가능한 수익을 계산할 때 보조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간마다
반드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o 신청자와 연관된 거래 (Non-arm’s length transactions) 와 소속
업체
• 특정 신청자와 연관된 거래와 소속 업체에 관련된 수익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수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o 소유권의 합병 변경
• 두 개 이상의 단체나 사업이 합병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파트너십의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수익의
계산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러한 규칙은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과 동일합니다.
• CERS 신청은 청구 기간이 종료된 후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자격을 충족한 지출
• CERS 신청을 위해서 신청자는 반드시 자격을 충족한 부동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한 부동산에 대한 특정 지출들만 CERS 에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
유의사항: 1 번 신청 기간: 2020 년 9 월 27 일 – 2020 년 10 월 24 일은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기간:
•
•

2 번 신청 기간: 2020 년 10 월 25 일 – 11 월 21 일은 11 월 30 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번 신청 기간: 2020 년 11 월 22 일 – 12 월 19 일은 12 월 23 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한 지출
CERS 는 자격을 충족한 각 건물의 청구 기간에 대해 특정한 최대한도 내에서 자격이 맞는
지출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CERS 는 각 건물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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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충족하는 건물들 (사업 위치)은 캐나다내에 위치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부동산 (건물 또는 부지)을 뜻합니다:
•
•

신청자의 사업이나 단체가 소유하거나 임대 중, 그리고
신청자가 일상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서 사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

신청자의 집, 별장 또는 신청자, 신청자의 가족 또는 신청자와 관련된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 주거지
신청자와 관련이 없는 제 3 자로부터 주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신청자
소유의 건물

신청 가능한 지출
각 청구 기간마다 신청 가능한 최대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각 사업 장소마다 75,000 달러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모든 장소를 합해 총 300,000 달러 (소속 업체가 청구한 액수도 포함)
o 기본 지원금에만 적용
o 추가 지원금에는 상한이 없음

만약 공중 보건 명령에 따라 1 주일 이상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특정 활동을 종료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명령이 시행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은 각 장소당 자격을 충족한
지출의 최대 25%의 봉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지출 요건
특정한 신청 기간에 신청하기 위한 지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독립적인 제 3 자에게 지불했거나 지불 예정인 금액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출은 반드시 신청 기간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지출은 반드시 2020 년 10 월 9 일 이전에 작성된 계약 문서에 따라 지불했거나
지불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는 유사한 조건등에 의해 갱신된 계약).

만약 자격을 충족한 지출내에서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임대 지원금을 수령한
60 일 이내에 지불할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출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자과 관계된 단체나 사업에 지불했거나 지불할 예정인 금액
신청한 기간 외에 발생한 금액

자격을 충족한 건물을 임대 중 일시 신청 가능한 지출
만약 자격을 충족한 건물을 임대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지출을 신청 가능합니다:
•
•

임대료 (매출, 이익 또는 비슷한 기준에 따른 임대료 포함)
다음을 포함한 순리스 (net lease)에 따라 신청자가 지불했거나 지불 예정인 금액:
o 기본 임대료 (Base rent)
o 일상적인 운영 지출을 위한 정기적인 지불액
o 재산세 및 유사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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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일상적인 보조 서비스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정기적인 지불액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미 지불했거나 지불 예정인 금액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o 소비세 (GST/HST 및 PST)
o 손해 (Damages)
o 지불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 또는 벌금
o 다른 특별 금액

만약 건물주가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에 따른 금액을 수령했고 향후 임대료에 대해 신청했더라도 여전히
현재 기간에 대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지출이 신청 가능합니다:
•

•
•

•

재산세 및 유사한 세금
o 만약 재산세 평가 (property tax assessment)에 학교세 (school tax)와
지방 자치세 (municipal tax)가 포함되어 있다면 두 세금도 포함
보험료
부동산 매입 목적의 상업용 모기지에 대한 이자
o 신청자의 모기지 금액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나 이상의 모기지를 얻었을 때 담보로 설정되는 최소 원금, 혹은
▪ 부동산의 원가
다음 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신청자와 관계된 사업이나 단체간의 지불액
o 신청한 기간 외에 지불했거나 지불 예정인 금액

만약 신청자가 제 3 자에게 전대차 (sub lease)를 통한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 가능한
지출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기본 임대 지원금 비율 계산
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한 금액 (임대 지원금 비율)은 다음 사이에 발생한 수익 감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A. 2019 년에 대한 방법: 신청하려는 기간에 대해 2019 년과 2020 년 비교
B. 대체 방법: 신청하는 기간과 2020 년 1 월과 2 월의 비교
이 수익 감소는 임대 지원금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임대 지원금 비율 계산
수익
70% 이상
50 – 70%
50% 이하

감소
수익 감소
수익 감소
수익 감소

계산 방법
65%의 최대 지원금
(수익 감소 - 50%) x 1.25 + 40%
0.8 x 수익 감소

추가 지원금 (봉쇄 지원금) 계산
임대 지원금 외에도 공중 보건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특정 장소들은 봉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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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S 추가 지원금 (봉쇄 지원금) 비율은 25%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 (고정 비율) x COVID-19 로 인해 봉쇄된 날짜 ÷ 28 (CERS 기간내의 날짜) = 추가
지원금 (봉쇄 지원금) 비율
만약 0%의 임대 지원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장소에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 지원금 계산 예시
만약 신청자의 사업체 중 한 곳이 28 일의 기간 내에 7 일간 봉쇄됐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 고정 비율 x 7 일 = 6.25%의 추가 지원금

봉쇄 지원금 자격 요건
봉쇄 지원금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봉쇄 지원금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선 다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신청 기간에 대해 0%보다 큰 기본 임대 지원금 비율
COVID-19 에 따른 공중 보건 명령에 따라 1 주일 이상 하나 이상의 장소가
임시적으로 닫았거나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

공중 보건 명령은 반드시:
•
•

•
•

연방, 주 또는 시 정부 또는 지역의 보건국에 의해 발행되어야 함
다음 중 하나에 기반해 제한되어야 함:
o 지리적 경계
o 사업 유형 또는 활동 유형
o 특정 장소에 관련된 위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지거나 위반 사항
명령이 시행 중인 동안 정기적인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해야 함
o 수행할 수 없었던 활동으로 인한 비율이 명령 이전 기간과 비교해 해당
장소에서의 총 수익의 25%이어야 함

활동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만 특정 활동을 종료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없는 명령은 봉쇄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봉쇄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들의 예
•
•
•

고객 수를 줄이는 여행 제한
정기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때에 대한 규제
o 예: 서비스 시간 또는 운영 시간의 제한 또는 단축
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게 특정하지 않는 기타 규제
o 예: 테이블 좌석 감소 또는 기타 물리적 거리 제한

이전의 공중 보건 명령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거나 문을 닫게 된 경우는
봉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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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시작 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

CERS 신청이 가능
2020 년과 2019 년 사이에 자격을 충족하는 월별 수익을 가지고 있음
신청 가능한 지출이 사업 장소별로 나누어져 있음
만얀 본인의 사업에 소속된 다른 사업이나 단체가 있다면
o 최대 임대 지원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했음

신청 금액을 계산하기 전 중요한 사항을을 이해하고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
•
•

온라인 계정 생성
o CERS 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My Business Account, 또는
▪ 은행 정보를 사용해 로그인
우편 주소와 다른 연락처 확인
o My Business Account 내에서 우편 주소와 다른 연락처 확인
CERS (ZA) 번호 생성
o 신청 전 반드시 CERS 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설정
o CRA 는 향후 며칠간 신청서를 수집하고 11 월 30 일부터 처리하기 시잘할
예정입니다.
o CRA 의 자동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으며 계좌 이체를 설정한 단체들은
12 월 4 일부터 금액을 수령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o 계좌 이체를 통할 경우 3 - 8 일안에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수표는
14 일정도 걸립니다.

신청하기 전 확인할 사항들
각 신청 기간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하려는 기간이 신청 가능한지 확인
계산과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수집

각 건물마다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
•

•
•

지불했거나 지불해야할 금액
건물 주소
다음에 대한 이름과 연락처:
o 만약 모기지가 있다면 모기지 제공 업체
o 건물을 임대 중이라면 건물주
신청서는 최대 3 개 건물의 정보를 수용 가능합니다.
만약 3 개 이상이라면 지출이 가장 높은 3 곳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해 CERS 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소속 업체의 경우 다음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상의 소속 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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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속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신청자에게 할당된 비율
각 업체의 사업 번호
계약에 따라 각 소속 업체에 할당된 비율

CERS 반환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 수령한 지원금의 모두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
•
•

신청 기간에 대해 계산 또는 정보 입력 오류
지원금 수령 후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
CRA 의 검토 후 신청자의 지원금에 축소됐거나 거절됐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반환되지 않은 지원금의 초과 금액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금융 기관이 온라인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금융 기관의 온라인 뱅킹 서비스에 로그인
2. 수취인 (Add a payee)에서 다음을 확인:
Federal -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repayment
3. 15 자리의 CERS 번호를 (ZA) CRA 계정 번호처럼 입력
CRA 가 금액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CERS 신청시 사용한 CERS 번호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본인의 금융 기관이 온라인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좌 이체나 수표를 사용해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전액 반환
만약 계좌 이체를 통해 수령했다면:
1. 금융 기관에 연락
2. 계좌 이체를 통해 수령한 CERS 금액 반환 문의
3. 정확한 금액과 입금 일자 통지
금액은 CRA 로 반환될 것이며 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표를 수령했다면:
다음 정보들과 함께 금액을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
•
•
•

반환
사업
계정
반환

이유 (예: CERS 반환 – 자격 불충족, Repayment of CERS - not entitled)
번호
이름
금액

만약 CERS 수표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반환액으로 발송하십시오.
만약 CERS 수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표나 머니 오더를 통해 금액을
반환하십시오. 수취인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 입니다.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Revenue Processing – Repayment of 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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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bury Tax Centre
1050 Notre Dame Avenue
Sudbury ON P3A 0C3
일부 반환
만약 수령한 CERS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면 비록 계좌 이체로 금액을
수령했더라도 반드시 수표나 머니 오더를 통해 반환해야 합니다. 수취인은 Receiver
General for Canada 입니다.
다음 정보들과 함께 금액을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
•
•

반환 이유 (예: CERS 반환 – 자격 불충족, Repayment of CERS - not entitled)
사업 번호
계정 이름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Revenue Processing – Repayment of CERS
Sudbury Tax Centre
1050 Notre Dame Avenue
Sudbury ON P3A 0C3
CRA 로부터의 전화나 편지
CRA 는 세부 사항이나 신청서의 확인 또는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가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RA 로부터의 전화
CRA 전화 담당관은 전화로 절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
•
•

협박이나 강압적인 언어 사용
은행 정보 요구, 또는
SIN 넘버 요구

CRA 전화 담당관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신청자의 CERS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CERS 신청서에 관련해 받은 전화가 미심쩍다면 CRA 의 사업 관련 업무 전화번호인
1-800-959-5525 로 전화해 전화를 건 담당관의 이름과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RA 로부터의 편지
만약 CERS 신청서가 거절당했거나 또는 CRA 가 신청서를 수령한 뒤 신청서가
변경되었다면 CRA 에서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정 청구의 결과
만약 신청한 기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수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쩍은 CERS 사용에 대해선 CRA 의 Leads program 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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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구의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수익을 감소하거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수령한 모든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전체 금액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록 보관
신청자는 수익의 감소와 자격을 충족한 지출의 금액 등 임대 지원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정보들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지원금을 계산하는 경우, 결과 요약을 인쇄하거나 기록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을 위해 CRA 에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계산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기록을 저장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내에 신청하는 소속 업체들이 존재할 경우 각 업체들이 청구할 지원금 비율에
대해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시 지원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캐나다 긴급 임대 지원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 소득 신고
(예: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Partnership Return) 시 과세 소득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캐나다 긴급 비지니스 어카운트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유의사항: 2020 년 10 월 26 일부터 자격을 충족하며 개인 계좌를 통해 운영되는 캐나다
사업체들도 CEBA 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CEBA 지원이 기존의 40,000달러에서 60,000달러로 확대됐습니다.
20,000달러는 자격을 충족한 기존 신청자들과 새로운 신청자들 모두에게 가능하며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금융 기관들에 최대 250억 달러를 제공해 소규모
사업체들과 비영리 단체들에 최대 4만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일시적으로 수익이
감소한 기간동안 운영비의 부담을 도울 것입니다.
사업체는 지난 2019년 지불한 급여 총액이 2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라는 것을 증명해야
39
업데이트: 2021년 5월 1일
주의: 이 정보 패키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혹은 이전에 대출 잔액을 상환하면 25%
(최대 1만 달러)의 대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년 10 월 26 일부터 기존의 2020 년 3 월 1 일부로 사업 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CEBA
신청 자격이 삭제됐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사업 계좌를 개설한 뒤 CEBA 에 신청
가능하게 됐습니다.
급여가 없거나 사업 소득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자가 경영 소규모 사업체들과 급여가
아닌 배당금을 수령하는 가족 소유의 사업체들도 2020년 6월 26일부터 CEBA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고 싶은 소규모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들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만약 이미 CEBA에 신청했으며 문의 사항이 있다면 CEBA 콜센터 1-888-324-42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빨리 답하고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연락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신청 상태
• 신청 거절 사유
• 접수한 서류의 거부 사유
현재 CEBA 콜센터는 많은 양의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화하는데 7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CEBA 신청 두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i) 급여 방식 (2019 년도 급여 지출이
20,000 달러에서 1,500,000 달러 사이) 또는 (ii) 유예하지 못하는 (non-deferrable) 지출
방식 (2019 년도 급여 지출이 20,000 달러 이하). 만약 신청자의 첫 세금 신고에 나와있는
첫 번째 세금 신고년도가 2020 년이라면 CEBA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

•
•

2020 년 3 월 1 일 이전에 등록된 활성되어 있는 CRA 사업 번호.
CEBA 신청 당시 대출 기관과 사용하고 있는 사업 계좌 소유. 유의사항: 만약
현재 차입자가 사업 계좌가 없을 경우 CEBA 신청 전 사업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CEBA 를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른 금융 기관에 신청할 예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또는 재개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거래하는 금융 기관을 통해 급여 지출 방식으로 신청을 완료했다면, 연방 정부는
추후 신청서를 검토하고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승인 여부를 통지할 것입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거래하는 은행에서 사업 계좌를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 방식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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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등 유예하지 못하는 (non-deferrable) 지출이
4 만 달러에서 150 만 달러 사이어야 함. 지출은 연방 정부에 의해 검증 및
감사를 받게될 것입니다.
과세 연도가 2019 년에 종료되는 소득 신고를 완료 했거나 또는 2019 년 세금
신고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2018 년.

2020 년 자격을 충족한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 방식으로 신청되는 CEBA 신청서들은
다음의 3 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단계: 온라인 사전 선별을 완료하십시오. 사전 선별은 CEBA 신청이 아니며 신청자가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사업 계좌의 개설 및 CEBA 에 신청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단계에서 신청자가 거절하더라도 CEBA 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두가지 단계들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단계: 신청자들은 주거래 사업 계좌를 가지고 있는 주거래 금융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그 후 금융 기관은 신청자를 제 3 단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3 단계: 신청자의 금융 기관을 통해 신청 후, 신청자는 2020 자격을 충족한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 방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기 위해 CEBA 웹페이지로 안내될 것이며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연방 정부는 금융 기관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들과 제 3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들과
정보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연방 정부는 신청자의 금융 기관에 통지하고
CEBA 금액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
2019 년에 20,000 달러 이하의 급여 지출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들은 40,000 달러에서
1,500,000 달러 사이의 자격을 충족한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을 2020 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2020 년 1 월과 2 월에 이미 발생한 지출, 또는 2020 년
3 월 1 일 당시 냈어야 하는 법적 또는 계약 의무에 따른 비용 그리고 COVID-19 로 인해
가게를 닫거나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년 이후에 지불이 불가능한 비용들은
자격을 충족한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로 고려됩니다. CEBA 는 사업에 소득 지원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양한 운영 지출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들
•
•
•
•
•
•
•
•
•

독립적인 제 3 자에게 제공되는 임금 및 기타 고용 비용;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또는 리스 비용;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본 장비에 대한 임대료 또는 리스 비용;
보험에 따른 비용;
재산세에 따른 비용;
사업 목적에 따른 전화, 가스, 기름, 전기, 수도 그리고 인터넷등의 공과세;
정기적 채무 상환;
독립 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액 및 차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면허, 허가 또는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차입자가 일반적으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재료에 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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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격을 충족하는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 정부의 COVID19 지원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10% 임시 임금 보조금 (10% Temporary Wage Subsidy),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금, 각 지역의 구호 및 지원금들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Futurpreneur Canada,
북부 사업 구호 기금 (Northern Business Relief Fund),
양식업 지원금 (Fish Harvester Grant),
원주민 사업체들을 위한 구호 조치들,
2 억 5 천만달러의 COVID-19 산업 연규 지원 프로그램 ($250 million COVID19 IRAP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Subsidy Program),
그리고
캐나다 긴급 임대 지원금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개인 계좌로 운영되는 사업들
2020년 3월 1일에 이미 운영되고 있었지만 2020년 3월 1일에 사업 계좌가 없었던
사업체들도 CEBA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들로 진행됩니다:
1. 웹페이지를 방문해 온라인 사전 선별 완료: https://verify-verifier.cebacuec.ca/
2. 주거래 금융 기관에서 사업 계좌 개설
3. 주거래 금융 기관을 통해 CEBA 신청
금융 기관의 설명에 따라 CEBA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CEBA에서 제외되는 차입자
연방 정부가 정한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 차입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정부 조직이나 단체 또는 정부 조직이나 단체가 소유한 단체가 아니어야 함;
2) 조합, 자선 단체, 종교 혹은 결사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가 소유하는 아니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로 수익을 얻는 T2 등록 혹은 T3010 법인 단체가 아닌
경우;
3) 정치적 지위를 가진 개인이 소유한 단체가 아니어야 함; 그리고
4) 성, 성별, 성적 취향, 인종, 민족성, 종규, 문화, 지역, 교육, 나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를 근거로 폭력, 혐오 또는 차별을 선동하지 않아야 함.
CEBA 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
CEBA 는 급여, 임대료, 공과세, 보험, 재산세 그리고 정기적 채무 상환 등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들을 지불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기존 부채의 중도상환/재연장,
배당금 지급, 경영진 보상금의 분배와 증가에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CEBA 에 관한 질문과 답변
하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격을 충족한 각 사업들은 9 자리의 CRA 사업 번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한 각 사업들은 각각 한 번의 CEBA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사업 이름 (Legal Business Name)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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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CRA 의 사업 번호 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법적 이름이 CRA 의 사업 번호 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업
이름은 가게 이름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예시들을 확인하십시오:
개인 사업자: 본인이 개인 사업자이며 본인의 이름은 John Smith 그리고 사업의
이름은 ABC Framing 이라면 법적 사업 이름은 John Smith 입니다.
법인: 만약 법인의 이름이 12345 Canada Inc. 이며 사업의 이름이 ABC Properties
이라면 법적 사업 이름은 12345 Canada Inc. 입니다.
만약 법적 사업 이름이 확실치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CRA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사업자라면 법적 사업 이름은 무엇인가요?
법적 사업 이름은 가게 이름 등이 아닌 CRA 의 사업 번호 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법적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John’s Pizzeria 가 아닌 John Doe 가 법적
이름의 알맞은 형식입니다.
만약 급여 방식으로 신청하지만 하나 이상의 CRA 급여 프로그램 계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자들은 모든 2019 T4SUM 서류를 추가한 후 CEBA 급여 범위 (20,000 달러 –
1,500,000 달러)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급여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급여가 35,000 달러인 사업체는
급여 범위 안에 위치합니다:
•
•
•

Payroll number 1 (…RP0001)
• 2019 T4SUM = $15,000
Payroll number 2 (…RP0002)
• 2019 T4SUM = $20,000
전체 2019 T4SUM = $35,000

CEBA 콜센터의 전화를 못받을 경우 다시 전화해야 하나요?
만약 CEBA 콜센터의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다시 전화해서 다시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다시 전화오는데 3 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CEBA 사전 선별 때 정보를 잘못 입력 했습니다. 올바른 정보로 다시 할 수 있나요?
한 번 입력한 정보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0 년도 자격을 충족한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 예측
2020 년도 자격을 충족한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자의 자격을 충족한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의 전체 금액 예측은 신청자의 지출이
40,000 달러에서 1,500,000 달러인지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모든 지출
범주에서, 총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2020 년 1 월과 2 월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2020 년 3 월 1 일에 신청자가 2020 년 남은 기간 내에 비용을 지급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 금액이며, COVID-19 로 인해 가게 문을 닫거나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2020 년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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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전화 계약과 같이 당사자의 개입이 없어도 연장되는 계약의 경우 3 월 1 일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지속될 것으로 가정해, 2020 년 후반기에도 3 월
1 일의 계약에서 정한 의무로 가정합니다.
자격을 충족한 유예하지 못하는 지출에 배당금도 포함되나요?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 자의 독립된 당사자에 대한 급여와 기타 고용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급여, EI, 혜택 (예: 연금, 의료 보험) 또는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본 장비에 대한 임대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기계, 컴퓨터 장비, 가구 및 기타 내구성이 뛰어난 장비(예: 차량, 트랙터, 해양
선박)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에 따른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보험 적용범위가 사업체를 보호하는 한, 재산, 전문적 책임, 차량 및 사업 중단등이
포함됩니다.
차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면허, 허가 또는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낚시 자격증, 택시 운전에 대한 전문적인 회비, 지적재산
사용료(예: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및 구독) 및 사업에 필요한 특허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입자가 일반적으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재료에
대한 금액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차입자가 일반적으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거나
변형하거나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원료, 재료, 공급품, 씨앗 또는 가축 사료와 같은
입력 재료에 대한 지급액을 차입자가 반영한다. 완제품 재고나 자본자산 매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EBA 를 위한 독립된 제 3 자는 무슨 뜻인가요?
소득세법 251 조 2 항에 정의된 “관계/연관된 사람”의 경우 독립된 제 3 자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혈연, 결혼, 사실혼 또는 입양으로 연결된 개인들은 관계/연관된
사람입니다. 혈연관계란 부모나 자식(또는 손자나 증손자와 같은 후손)이나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말합니다.
법인은 다른 법인이나 개인을 통해 관련된 직원등 사람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 법인을 운영하는 단체에 포함된 사람 등 법인뿐만이 아닌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중∙소규모 기업 대출 및 보증 (Loan and Guarantee)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COVID-19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보증대출
(guaranteed loan)을 위해 금융기관을 찾았을 때, EDC와 BDC의 지원을 통해, 최대
400억 달러까지 사업체들에 대출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은 필요한 운영 현금 유동을 얻기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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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는 금융기관들에 보증 (guarantee)을 제공해 금융기관들이 중∙소규모
사업체들에 최대 625만 달러까지 신규 운영 신용 및 현금 유동 기간 대출
(operating credit and cash flow term loan)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출들은 EDC가 80%를 보증하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o 이 프로그램은 여러 은행과 신용 조합에서 가능합니다. EDC BCAP가
본인의 현금 유동에 적합한지 알아보려면 거래하시는 금융 기관의 계좌
매니져에게 문의하십시오.

❖ 사업체들의 신용 대출 프로그램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비즈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BCAP)은 캐나다
기업 은행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과 EDC 가 주로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100 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을 통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6개월 지불금을
유예해주고 5년동안 상환합니다. 이율은 5.05%입니다 (이율은 1%에서 12%사이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Click here for Terms and Conditions
Click here to apply now
Note: “소규모 사업체 대출은 BDC 의 변동 기본 금리인 5.05%에 제공되며 (2020 년 3 월 17 일
발효) 대출이 승인된 후 추가로 1%에서 12%의 이율이 붙습니다. 이율은 예고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유동자금 대출
현금 유동 틈을 연결하고 운영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 신청.
Click here to learn more
구매 발주 대출
단기 대출 옵션들을 통해 구매 발주의 최대 90%까지 커버.
Click here to apply
재무 관리 및 운영 자문 서비스
추가 정보와 지원을 원한다면 BDC에 연락하세요:
전화번호: 1-877-232-2269 (월-금 7:30am to 8:00pm ET / 토-일 9:00am to 5:00pm
ET)
온라인 문의는 여기를 누르십시오.

❖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을 위한 신용 대출 프로그램 (Highly Affected

Sector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HASCAP)
관광 및 호텔 부문과 같은 일부 사업체들은 COVID-19 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사업들보다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2 월 1 일부터 금융
기관들을 통해 HASCAP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COVID-19 로 인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출입니다. BDC 는 자격을 충족한
사업체들이 일상 업무 운영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대 100 만 달러까지 100%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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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사업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한 캐나다 사업체일 경우, 주거래 금융
기관은 캐나다 정부가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결정합니다.
BDC 와 금융 기관은 자격 기준에 예외를 허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을 충족한 사업체들은 반드시:
•
•
•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
COVID-19 이전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운영 가능했어야 함
HASCAP 보증 신청 이전 8 개월 내에 최소 3 개월 동안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최소 50%의 수익 감소를 보여줌으로써 CEWS 나 CERS 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야
함

추가적으로:
•
•
•

대출은 운영을 계속하거나 재개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대출은 기존 대출의 상환 또는 재융자에 사용될 수 없음
소유하고 있는 각 법무법인에 대해 최대 합계 625 만 달러(모든 법무법인을 합친
금액)까지 HASCAP 보증 하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운영 방식
BDC 는 다음 내용들에 대해 사업체들이 추가 유동성과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대출
가치에 대한 100% 보증을 금융 기관에 제공하도록 캐나다 정부에 의해 위임받았습니다:
•
•
•

자격을 충족한 사업체들에 25,000 달러부터 100 만 달러까지의 대출
저금리 (4%) 대출과 최대 10 년의 상환 기간
대출 시작시 원금 상환을 최대 12 개월까지 연기

신청 방법
주거래 금융 기관에 연락해 HASCAP 보증이 적합한지 여부와 대출 신청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추가 정보는 여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수출 개발 캐나다 (Export Development Canada)의 지원
EDC는 캐나다 수출업을 돕기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문의 사항은 EDC 무역 고문에게
연락하세요:
● 이메일: tradeadvisor-conseiller@edc.ca
● 전화번호: 1-800-229-0575 (9am to 5pm ET)
● 온라인 문의는 여기를 누르십시오.

❖ 대기업 긴급 융자 기관 (Large Employer Emergency Financing
Facility, LEEFF)
LEEFF 프로그램은 대규모의 영리 사업자와 – 금융 부문은 제외- 공항과 같은 특정한
비영리 사업자에게도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3억달러 이상의 연간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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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해선, 대상 기업이 약 6천만 달러 이상의 융자를 구해야 하고, 캐나다내에 상당한
규모의 운영 또는 인력을 운용해야 하며 파산 절차중이면 안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혁신 과학 경제 개발부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및 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와 협력해 캐나다 개발 투자
공사 (Canada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 CDEV)가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업데이트: 정부는 CEWS를 24주 연장했습니다. 4번째 기간 (2020년 6월 7일-7월 4일)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이전의 3번째 기간 (2020년 5월 10일-6월 6일)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5번째 기간 (2020년 7월 5일-8월1일)과 그 이후 기간들에 관해선
많이 수정됐으며 5번째와 6번째 기간에는 변화된 규정 (safe horbour rule-아래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고용주는 7월 5일부터 시작된 청구 기간을 시작으로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번째 신청 기간 (2020년 3월 15일-7월 4일)
• 1번째 기간에는 반드시 최소 15% 혹은 2번째-4번째 기간에는 최소 30% 수익이
감소해야 합니다.
• 만약 어떠한 기간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적으로 다음 기간의 자격을
충족합니다.
• 보조금 지급률은 자격을 충족한 직원 보수의 75%로 자격을 충족한 직원 1인당
1주에 최대 847달러를 지원합니다.
• 해당 기간에 14일 연속 혹은 그 이상 무급이었던 직원은 계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5번째 신청 기간 (2020년 7월 5일-11월 21일)에 대한 변화
• 수익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따라 보조금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 만약 수익 감소가 30%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복귀하고 수익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고용주는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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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4일 연속 혹은 그 이상 무급이었던 직원도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간의 수익 감소 또는 전 기간의 수익 감소 중 더 알맞는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와 6번째 기간의 경우 만약 수익이 최소 30% 감소했다면 보조금 지급률은
최소 75%입니다.
신청 기간 동안 수익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수입이
50%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째와 6번째 기간의 최대 기본 보조금 지급률은 60%입니다.
7번째 기간부터 최대 기본 보조금 지급률은 감소하기 시작하며 9번째 기간에는
20%입니다.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임금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반드시 3가지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2020년 3월 15일 당시 CRA 급여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1.
본인을 대신해 송금하는 급여 서비스 제공업체 (payroll service provider)를 이용
또는 2. 다른 사람 또는 파트너의 사업 자산을 모두 (또는 거의 모두) 구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다음 유형의 고용주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o 개인
o 소득세를 면제받지 않는 법인 (또는 신탁) (소득세법 1부)
o 소득세를 면제받는 다음 사람들 (소득세법 1부)
• 비영리 단체
• 농업 단체
• 무역 위원회
• 상공 회의소
• 과학 연구와 실험 개발을 위한 비영리 법인
• 노동 단체
• 공제 조합
o 등록 자선 단체
o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로 구성된 파트너쉽
o 다음과 같이 규정된 단체:
•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 원주민 정부 소유의 법인들
•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과 특정 원주민 정부로 구성된 파트너쉽
• 등록된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회
• 등록된 언론 단체
• 사립 학교나 사립 대학, 그리고
•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로 구성된 파트너쉽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이
파트너쉽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파트너쉽 포함)
공공 기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 기관에는 시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 공립 대학, 대학과 학교 그리고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3) 수익 감소를 경험해야 합니다
o 수익 감소는 COVID-19 기간 동안 자격이 맞는 기간과 COVID-19 이전
기간 동안의 자격이 맞는 기간 (기본 수익)을 비교해 계산됩니다.
수익 계산 (1-4번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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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기간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큼 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 만큼 수익이 감소했다면 보조금은 75%의
고정된 비율로 계산됩니다.
신청 기간 동안의 수익 감소는 본인이 경험하고 자격을 충족한 수익의 감소를 뜻합니다.
신청 기간의 수익 감소는 신청한 기간 월의 자격이 맞는 수익과 해당하는 이전 기간의
자격이 맞는 수익 (기본 수익)을 비교해 계산됩니다.
• 계산 방법: 각 신청 기간 동안, 1-(A÷B)
o A: 신청 기간의 자격이 맞는 수익
o B: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COVID-19 이전의 자격이 맞는 수익
o %로 표시되는 결과가 감소한 수익입니다. 수익 감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며 마이너스의 경우 신청 기간의 실제 수익 감소는 0%입니다.

자격 기간
청구 기간
1번째
기간

3월 15일 – 4월
11일

2번째
기간

4월 12일 – 5월
9일

3번째
기간

5월 10일 – 6월
6일

4번째
기간

6월 7일 – 7월
4일

필요한 수익
감소

자격 기간

15%

2020년 3월

30%

2020년 4월

30%

2020년 5월

30%

2020년 6월

기본 수익
2019년
2020년
평균
2019년
2020년
평균
2019년
2020년
평균
2019년
2020년
평균

3월 또는
1월과 2월의
4월 또는
1월과 2월의
5월 또는
1월과 2월의
6월 또는
1월과 2월의

고용주는 반드시 이러한 기간 비교 사항들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1-4번째 기간의 수익
감소를 계산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단, 1-4번째 기간의 수익 감소를 계산할 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경우 5번째 기간 신청 시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1월과 2월에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대체할 다른 이전의 참고 기간을
선택하는 경우 자격이 맞는 기본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유의사항: 만약 대체할 다른 이전의 참고 기간 (2020년 1월과 2월)을 선택하는 경우
CEWS 신청시 이전의 참고 기간 (prior reference period)을 클릭해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기간은 자동으로 적용
1-3번째 기간의 경우, 한 번의 신청 기간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기간도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번째 기간의 수익이 30% 이상 감소했다면
4번째 기간의 수익 감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째 기간과 이후 기간의 자동 적용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감소 계산 예시 및 1-4번째 기간에 대한 자동 적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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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계산 (5-9번째 기간)
직원 한 명당 받는 보조금은 수익 감소에 기반합니다. 지급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들을 충족하는 한 최선의 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계산을 사용
5 번째와 6 번째 기간의
경우에만 4 번째 기간에서
사용했던 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을 충족한 직원
보수의 75%로 자격을
충족한 직원 1 인당
1 주에 최대 847 달러를
지원합니다

5 번째-9 번째 신청 기간:

또는

•

아래에 표기된 새로운 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급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7 번째 기간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조금 (5번째와 6번째 기간 예시)

만약 5 번째 기간에 50% 이상 수익이 감소했다면:
기본 비율은 최대인 60%입니다:
•

1 주에 1,129 달러 혹은 이상 버는 직원들은 1,129 달러 x 60%
= 677.40 달러/1 주

•

1 주에 1,129 달러 미만을 버는 직원들은 주급의 60%를 받게 됩니다.

만약 5 번째나 6 번째 기간에 수익이 0-49% 감소했다면:
기본 비율은 감소한 수익의 1.2 배입니다:
•

만약 20% 감소했다면 기본 비율은 20% x 1.2 = 24% 입니다.

•

1 주에 1,129 달러 혹은 이상 버는 직원은 1,129 달러 x 24%
= $270.96 달러/1 주

•

1 주에 1,129 달러 미만을 버는 직원들은 주급의 24%를 받게 됩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업체
만약 본인의 사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면 지난 3개월간의 평균 수익 감소에 기반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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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액 세부 사항
3 개월간의 수익 감소가
70% 혹은 그 이상

3 개월간의 수익 감소가 50-69%

최대 25%의 추가 금액 가능: 1.25 x (수익 감소 % - 50%) 추가
금액 가능:
• 1 주에 1,129 달러
혹은 그 이상 버는
• 만약 60%의 수익 감소의
직원은 1,129 달러 x
경우, 1.25 x (60% - 50%)
25%
= 12.5%
= 282.25 달러/1 주
• 1 주에 1,129 달러 혹은 그
추가 수령
이상 버는 직원은 1,129 달러
x 12.5%
• 1 주에 1,129 달러
= $141.13 달러/1 주
미만을 버는
직원들은 주급의
• 1 주에 1,129 달러 미만을
25%를 추가로
버는 직원들은 주급의
받게됩니다.
12.5%를 추가로 받게됩니다.

3 개월간의 수익
감소가 0-49%
추가 금액 없음

추가 예시는 여기를 누르십시오.
신청 방법
자격이 맞는 고용주들은 CRA 웹사이트의 내 비지니스 계정 (My Business Account)과
온라인 기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가족이나 친지등의 수익에
따른 감소액과 직원들에게 지불한 보수를 증명하는 기록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원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규정 준수 보장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캐나다인들의 일자리 유지를 돕기위해 고용주들은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을
상환하고 직원들에게 알맞은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게 하기 위해 오용 방지
규정이 제시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에 의해 받은 보조금을 남용하는 개인, 고용주 또는 기업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이나 심하면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임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수익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위적인 상거래를 고용주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임금 보조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지급된 보조금의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CERB와의 연관 작용
고용주는 직원이 CERB를 통해 지급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 고용주는 CERB를 통해 한달에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나눔 프로그램과의 연관 작용
COVID-19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고용주들을 위한 근로 나눔 프로그램의 기간이 38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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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로 증가했습니다. 이 조치는 EI 자격을 갖춘 직원들 중 고용주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시간의 단축에 동의하는 직원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근로 나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직원들의 경우, 근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받는 EI 수당은 고용주가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하에 고용주가 받게 될 혜택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부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세금 공제 (tax credit)와 다른 혜택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결과, 고용주가 수령한 임금 보조금은 정부의 도움으로 간주되어 고용주의 과세 소득이
될 것입니다.
두가지 임금 보조금에 따라 받은 지원은 동일한 보수 지출에 비해 다른 연방 세금 공제시
보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 나눔 프로그램 (Work-Sharing Program)
근로 나눔 프로그램 (WS)은 보통 상태의 사업 활동이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 고용주와 직원 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안된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치는 고용주가 회복하는 동안 EI 혜택 자격이 있고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간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소득 지원을 해줍니다.
근로 나눔 프로그램은 고용주, 직원 그리고 서비스 캐나다, 3자간의 계약입니다. 근로
나눔 계약에 사인한 직원은 반드시 줄어든 시간에 동의해야 하며 특정 기간동안 가능한
근로 시간을 나눠야 합니다. 계약서는 필요한 시작 날짜로부터 최소한 30일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COVID-19 로 인해 침체를 겪는 사업체들 (2019 novel coronavirus)
2020 년 3 월 15 일부터 2021 년 3 월 14 일까지, 캐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임시적
특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
•
•

최대 WS 계약 기간을 현재 38 주에서 76 주로 연장.
계약서간의 의무 대기 기간 면제.
WS 계약 기간동안 복구 계획 요구 사항 완화.

WS 임시 특별 조치는 COVID-19 로 인한 직접 혹은 간접적 침체를 겪는 사업체들게만
적용됩니다.
고용주들에게 가능한 조치
만약 고용주의 계약이 2020 년 3 월 15 일에서 2021 년 3 월 14 일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계약 시작 날짜는 2021 년 3 월 14 일 이전) 혹은 계약이 2020 년 3 월 15 일에서
2021 년 3 월 14 일 사이에 시작되거나 끝난다면 총 76 주의 38 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계약이 2019년 6월 23일에서 2020년 3월 13일 사이에 끝났고 현재 의무
대기 기간중이라면, 의무 대기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76주의 새로운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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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WS 계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체들은:
•
•

•
•
•
•
•

최근 사업 활동이 최소 10% 감소.
COVID-19 로 인한 직접 혹은 간접적 침체를 겪고 있으며, 침체가 임시적이며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고, 주기적이나 반복적이 아닌 임업,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부문.
침체가 임시적이며,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고, 주기적이나 반복적이지 않음.
최근 2 년간 연중 무휴.
개인 사업, 공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
WS 단위내에서 최소 2 명의 직원 보유.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생존을 위해 복구 계획을 시행할 의사가 있음.

링크를 통해 본인이 임시적 특별 조치 해당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서를
확인하십시오: Work-Sharing temporary special measures
근로 나눔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estern Canada desk 에 신청서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DSC.WT.WSTP.ESDC@servicecanada.gc.ca)
추가 정보를 원할경우 다음의 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1-800-367-5693
(TTY: 1-855-881-9874).

❖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체 및 자선 단체들을 위한 유연성
CRA는 모든 사업체들이 2020년 9월 이전까지 납부해야 할 모든 소득세를 2020년 8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감조치는 소득세법 (Income Tax Act)
제1부 (Part I)에 따른 분할 납부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 잔액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자와 벌금이 누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 사무관 서비스 (Liaison Officer service)는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이 세금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현재 전화로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체가 세금 신고와 지불 기한, 사전 예방 구제 조치 등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T3010 서류의 마감일이 2020년 3월 18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인 자선 단체들의
신고 마감일은 2020년 12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특정 의료 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부는 마스크와 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 (PPE)를 포함한 특정 의료 용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캐나다인들을 위한 수입 개인 보호 장비의 비용을 절감하고 근로자들의 보호를
도우며 캐나다 공급망의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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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 사업체들
중견 사업체 대출 프로그램 (Mid-Market Financing Program)
비지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캐나다 기업 은행의 중견 사업체 대출 프로그램은
BCAP와 다른 조치들에 의해 가능한 신용 대출이 초과한 중견 크기의 사업체들에게
1,250만-6,000만 달러 사이의 상업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기업 은행은 자격을 갖춘 사업체들의 연간 수익이 1억 달러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2021년 6월까지 가능하며 여기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 사업체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 (Mid-Market Guarantee and Financing Program)
비지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캐나다 기업 은행의 중견 사업체 보증 및 대출
프로그램은 요즘과 같이 불확실한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 5천만 달러-3억
달러의 수익을 가진 사업체들에게 자산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캐나다 기업 은행은
캐나다 금융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1,675만 달러-최대 8천만 달러 규모의 운영 신용
및 현금 유동성 대출의 75%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확대된 보증은 캐나다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출업자, 국제 투자자
그리고 사업체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 구호 및 복구 기금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정부는 지역과 지역 경제에 핵심인 제조업, 기술, 관광등의 분야에 더욱 많은 사업체들과
단체들을 돕기 위해 지역 구호 및 복구 기금 (Regional Relief and Recovery Fund,
RRRF)을 통해 9억 62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COVID-19 사태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존 지원 조치들에 지원할 수 없는 사업체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개발 기관들을 통해 RRRF에 신청하기 위해선 여기를 누르십시오.
청년 기업가
정부는 Futurpreneur Canada를 통해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전역의 청년 사업가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201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 Futurprenuer Canada는 최장 12개월 동안 고객들에게 지불 구호 (payment
relief)를 제공할 것입니다.
Futurpreneur Canada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여성 기업가
정부는 여성 기업가 정신 전략 (Women Entrepreneurship Strategy, WES)을 통해
1,500만 달러의 신규 펀드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WES 에코시스템 자금 (WES
Ecosystem Fund) 수혜 단체들에게 제공될 것이며, 이러한 제3자 단체가 COVID-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가들에게 적시에 지원과 조언들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S 에코시스템 펀드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 고용주들을 위한 추가 정보:
54
업데이트: 2021년 5월 1일
주의: 이 정보 패키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소규모 사업체: 자신과 고용인들의 보호
https://www.cfib-fcei.ca/en/tools-resources/covid-19-coronavirus-business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캐나다 사업체들을 위한 정보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campaign-campagne/ressourcesentreprises-COVID-19-business-resources.aspx?lang=eng
COVID-19 에 영향을 받는 사업가들을 위한 지원
https://www.bdc.ca/en/pages/special-support.aspx?special-initiative=covid19
고용주의 직원들을 위한 의무에 관한 질문
https://www.cfib-fcei.ca/en/tools-resources/covid-19-coronavirus-business
COVID-19 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는 방법
https://www.bdc.ca/en/articles-tools/entrepreneur-toolkit/webinars/pages/howcope-impacts-covid-19-on-your-busines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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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 문화, 유산 그리고 스포츠
정부는 예술가들과 운동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 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5백만 달러의 COVID-19 긴급 지원 기금 (Emergency Support
Fund)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를 누르십시오.

❖ 농업, 농산업, 양식업, 어업
식품 유통망의 근로자 안전 유지
정부는 농업, 어업 그리고 모든 식품 생산 및 가공업주들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14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5천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혹은 그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1,500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주가 의무 격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시 제공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착 즉시 14일간의 격리 규정을 준수한다면, 학생 및 취업
비자를 가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캐나다 입국 제한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신용 대출 향상
정부는 생산자, 농산업 그리고 가공업자들의 대출을 위해 추가로 50억 달러를 농업 신용
기관 (Farm Credit Canada)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로
인해 수익 감소를 겪고 있는 농부들과 가공업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캐나다 해산물 안정 기금 (Canadian Seafood Stabilization Fund)
정부는 625 만 달러를 제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
•
•
•

유지 보수 및 물품 비용 지불을 위한 단기 자금 조달;
재고품을 위한 공간 추가;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건 및 안전 조치 준수;
완성된 해산물품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조/자동 기술 지원;
그리고,
변화하는 요구사항과 새로운 시장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 조정.

낙농 위원회 차입 한도 증가
• 캐나다 낙농 위원회 (The Canadian Dairy Commission)의 차입 한도는 음식물
쓰레기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치즈와 버터의 임시 보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양식업 혜택과 보조금 (Fish Harvester Benefit and Grant)
2020년 과세 연도에 어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2억 676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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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25%의 소득 감소 임계치를 초과한 어업 소득 손실의 75%를 보상하며, 최장
12주 동안 주당 847달러를 보조하는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 최대 지원에 상응합니다.
2억 180만 달러의 양식업 보조금은 유효한 어업 허가 (fishing licence)를 받은 자영
양식업자 (self-employed fish harvester)들에게 최대 1만 달러의 비상환 (nonrepayable)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상환 지원 규모는 양식업자의 수익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를 누르십시오.

❖ 비영리 단체 및 자선 단체
긴급 사회 지원 기금 (Emergency Community Support Fund)
정부는 비영리 단체와 자선 단체를 통해 취약한 캐나다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 억
5 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이 투자는 취약 계층을 돕는 각 지역 단체들에 신속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큰 단체들을 통해 조달될 것이며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
•
•
•
•
•

자원 봉사자 기반의 식료품 및 의약품 배달 증가
노인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동반 또는 운전등의 교통 서비스제공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도움 라인 (help line) 확대
취약한 계층의 캐나다인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COVID-19 대응에 귀중한 기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자들에게 훈련,
물품 및 기타 필요한 지원 제공
전화와 문자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연락으로 방문, 일대일 만남 그리고 친목
모임 대체

각 지역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큰 단체들을 통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웨이 센트라이드 캐나다 (United Way Centraide Canada), 캐나다 적십자
(Canadian Red Cross) 그리고 캐나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Community Foundation of
Canada)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들은 인구수와 각 지역의 필요성을 고려해 자금을 배분할 것입니다.
•
•
•

United Way Centraide Canada
Canadian Red Cross
Community Foundation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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