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추가 8주 신청 가능 - 다음 근로자를 위한 CERB가 16주에서 24주로 연장되었습니다. 

 COVID-19로 일을 중단한 사람, 또는 

 고용 보험 정규 또는 질병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고용 보험 정규 혜택이나 고용보험 어업 혜택이 2019년 12월 29일에서 2020년 

10월 3일 사이에 소진된 사람.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은 COVID-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직원이나 

자영업자인 캐나다인에게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4주 동안 $2,000 (주 당 $500과 같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와 캐나다 국세청 (CRA)이 공동으로 

제공합니다.   둘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지만 둘 다는 안됩니다.  Service Canada나 

CRA 중 어느 곳을 통해 신청할 지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웹사이트 Canada Emergency 

Response를 방문하세요. 

최근에 정기적인 또는 질병에 의한 고용 보험 (EI)를 신청한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마세요. 이미 제출된 신청서가 CERB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자동적으로 평가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2020 년 3 월 15 일이나 그 이후에 신청된 EI에는 의료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Service Canada를 통해 CERB를신청한 사람은 $2000의 첫 지급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씩 제출하는 보고에 근거하여 격 주 마다 $1000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4 주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제출하는 보고에 

근거하여 $2000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신청한 첫 번째 주와 같이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일이 중단된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고용 기록(Record of Employment)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2020 년 3 월 15 일이나 그 이후에 정기적인 또는 질병에 의한 EI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캐나다 정부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 (CERB)의 일환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아직 고용 보험이나 CERB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 중에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자동 전화 서비스 번호인 1-833-966-

2099로 연락주세요.  

 고용 보험을 통해 이미 CERB를 신청했지만,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 기관에 1-833-699-029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 어업, 가족 돌봄 및 온정적 돌봄 혜택을 위한 EI 뿐 아니라 3월 15일 이전에 

확립된 다른 모든 신청 내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격 주 보고를 마쳤지만 기관과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EI 콜센터인 1-800-206-7218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