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및 캐나다 회복 혜택
취업을 원하는 캐나다인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 보험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EI(고용 보험)는
전에 EI 자격이 없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제 더 많은 캐나다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400,000이 넘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추가될 것입니다. EI를 받는 사람은 주당 최소 $400 또는 연장된 육아
혜택 기간 동안 주당 $240의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규 혜택은
최소 26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인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새로운 혜택을 구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캐나다 회복 혜택(CRB)은 자영업자 또는 EI 수혜 자격이 없고,
여전히 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일할 시간이 있고, 구직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26 주 동안 주당 $400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혜택은 COVID-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거나 복귀하지 않은
캐나다인을 지원합니다.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CRSB)은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아프거나 자가 격리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2주 동안 주당
$500를 제공할 것입니다.



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CRCB)은 다음의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에게 가구당 최대
26주 동안 주당 $500를 제공할 것입니다.
o

COVID-19로 인해 학교 또는 어린이집이 폐쇄된 12 세
미만의 어린이,

o

COVID-19로 인해 주간 프로그램 또는 요양 시설이 폐쇄된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피부양자.

o

COVID-19에 감염되면 위험이 높다는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또는 기타 요양 시설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피부양자.

CERB에서 고용 보험(EI)으로 전환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고용 보험(EI)
프로그램 및 새로운 회복 혜택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CERB 종료 후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EI 혜택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 9월 27일자로 EI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Service Canada를 통해 CERB를받은 경우
마지막 CERB 지급액을 받은 후 계속해서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대부분의

경

우에는 EI 혜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파일과 고용 기록

(ROE)이 자동으로 검토된 다음 자격이 될 경우 EI 정규 혜택에 대한
청구가 시작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으면, 우편으로 통지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CERB가 종료된 후 EI를 신청해야 합니다.


SIN(사회 보험 번호)이 9로 시작되거나



자영업자거나, 또는



CERB 보고서에 정규직으로 복귀했다고 신고하였음

정규 혜택 대신에 질병 혜택이 필요한 경우
의료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고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15주까지 질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CERB를 받은 경우
EI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CERB 지급액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CERB 자격 기간이 종 료 된 후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정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EI benefits and leave (EI
혜택 및 휴가)를 방문하십시오.
고용 보험 신청하기

캐나다 회복 혜택
캐나다 회복 혜택(CRB)은 COVID-19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고용 보험(E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나 자영업 개인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CRB는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관리합니다.

CRB 수혜 자격이 되면 2주에 $1,000($900세금 원천징수 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27일에서 2021년 9월 25일 사이에 총 13번의 적격 기간(26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Canada

Recovery Benefit로 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