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회복 혜택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캐나다 회복 혜택은 이 혜택을 신청하는 2 주 동안 캐나다에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첫날에 최소한 15세가 되어야 하고;.



유효한 사회 보험 번호 (SIN)가 있어야 하며;



2019년이나 2020년 또는 이 혜택을 처음 신청한 날 이전 12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다음 소득원에서 총 수입이 $5,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o

고용 소득;

o

자영업 소득; 또는

o

고용 보험 (EI) 출산이나 육아 혜택 또는 퀘벡 육아 보험
계획(QPIP) 혜택.



신청하는 기간 동안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o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일이 중단되었음, 또는

o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고용 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이
50% 이상 감소되었음.



신청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음.



합당한 이유 없이 2020년 9월 27일이나 그 이후에 업무 조건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았음.



2020년 9월 27일이나 그 이후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하지 않았음.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o

고용주가 요청을 했고 그것이 타당하지만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음;

o

자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타당한 때에 재개하지 않았음; 또는

o

2주 기간 동안 시작할 수도 있었던 괜찮은 취업 제안을
거절했음.



고용 보험 (EI) 혜택의 수혜 자격이 없었음;



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CRCB),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CRSB),
단기 장애 혜택, 근로자 보상 혜택, 고용 보험 (EI) 혜택 또는 퀘벡
육아 보험 계획(QPIP)을 수령받지 못했음.

소득 지원을 원하는 2주마다 신청해야 하며 요건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다른 요건을 계속
충족시키는 한 혜택을 받는 동안에도 고용 및/또는 자영업으로 소득을
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간
순소득 $38,000 (캐나다 회복 혜택으로 받은 금액 제외)이 초과되는
순소득에 대해 매 달러당 $.50를 역력으로 1년 동안 받은 캐나다 회복
혜택의 총액까지 소득세 신고를 통해 상환해야 하도록 합니다. 상환된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혜택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캐나다에 있고 거주하고 있으면 다른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가능합니다.
언제 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CERB와 CESB와는 달리 회복 혜택 기간은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자가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회복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CRA는 2020년 10월 5일에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CRSB) 및 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CRCB)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회복 혜택(CRB)의 신청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접수될
것입니다.
회복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 복 혜 택 을 신 청 하는 가 장 봏 은 방 법은 My Account를 통 해
온 라 인 으 로 하 는 것 입니 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캐나다인은 다음의 CRA의 자동 수취인 부담 2개어 전화선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0-950-2019 또는 1-800-959-2041
회 복 혜 택 신 청 방 법 에 대 한 더 자 세한 정 보를 얻 으려면 the
transitioning to new benefits web page를 방 문 하 세요.
2020년 9월 27일에서 2021년 9월 25일 사이에 두개 이상의 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에는 두개 이상의 회복 혜택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고용 보험 혜택, 주정부 출산이나 육아 혜택 또는 기타
유급 휴가를 받고 있는 경우 회복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복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 EI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 보험 혜택, 주정부 출산이나 육아 혜택 또는 기타 유급 휴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회복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급금을 받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다음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고 간주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급액은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습니다.
각 자격 기간 마다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캐나다 국세청은 복구 혜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공제율을
적용시킵니다.
EI 혜택이나 캐나다 회복 혜택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종업원으로 EI 보험료를 지급해 왔고 최소 120시간 고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면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회복 혜택은 몇 주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회복 혜택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최대
26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6월 말까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을 받고 나서 취업이 되었는데
고용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근무 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COVID-19로 인해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고 다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면 캐나다 복구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COVID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소득 감소는 무엇을 뜻합니까? $1
감소가 계산이 되나요?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유행병
이전 수준에 비해 주당 평균 소득이 최소 50% 감소했어야 합니다.
소득 손실은 전년도 2주간의 평균 고용 소득과 비교하여 2주 수혜 기간
동안의 총 평균 고용 및 자영업 소득의 감소로 정의됩니다.
평균 소득 감소를 계산하려면 다음 내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9년 또는 신청(2020년에 신청하는 경우) 전 12개월 기간의
연간 순소득 , 또는



2019년이나 2020년 또는 신청(2021년에 신청하는 경우) 전
12개월 기간의 연간 순소득

그런 다음 이를 26으로 나누면 2주 동안의 평균 소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Deborah는 2019년에 순소득이 $39,000였습니다. 유행병
이전의 2주 동안 평균 수입을 결정하기 위해 Deborah는 이 금액을
26으로 나누어 $1,500를 산출합니다. Deborah는 현재 2주마다 벌고
있는 금액이 $70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50%를 넘어
캐나다 복구 혜택을 청구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계절 노동자인데 전염병으로 인해 평소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없어서 EI를 받을 자격이 안됩니다.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고용 보험 자격이 없지만 COVID-19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 된 경우 다른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또는 캐나다 회복 혜택을 처음 신청하기 전 12개월
동안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 번 소득이 최소 $5,000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50% 이상 감소되었어야 합니다.
2019년 말 쯤에 일을 시작해 $5,000를 벌지 못했지만, COVID로 인해
실직하지 않았다면 2020년에는 그 만큼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아니요.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으려면 2019년이나 2020년에 또는 CRB를 처음
신청하기 전 12개월 동안 고용 및/또는 자영업 소득이 최소 $5,000는
되어야 합니다.
전에 수행한 일에 대한 소득을 캐나다 회복 혜택을 신청한 이후에 받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줄까요?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요건을 계속 충족시키는 한 고용
및/또는 자영업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COVID-19로 인해
2주 동안의 소득이 이전 소득의 50% 이하로 감소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에 $38,000(캐나다 회복 혜택으로 받은 금액 제외)이
넘는 순소득에 대해서는 순소득 1달러당 받은 혜택의 $0.50를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복구 혜택을 신청하기 전년도에
벌어들인 금액이 포함됩니다.
상환 요건의 대상이 되기 전에 벌수 있도록 허용되는 순소득 $38,000은
어떤 뜻인가요?
상환 요건의 적용을 받기 전에 순소득을 최대 $38,000(캐나다 회복
혜택으로 받은 금액 제외)까지 벌 수 있습니다.
과세년도의 순소득이 $38,000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복구 혜택의 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캐나다 회복 혜택을 받는 개인은 캐나다 회복 혜택 지급액을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 $38,000을 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통해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역년으로 1년간 $38,000를
초과하는 순소득에 대해 1 달러당 $0.50씩, 받은 혜택의 최대 금액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당해 년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할 때 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