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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COVID-19 자주 묻는 질문 (FAQ) 
COVID-19 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COVID-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피곤함과 마른 기침입니다. 혹은 근육통, 코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사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보통 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됐지만 증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80%정도) 사람들은 특별한 치료없이 완치됩니다. COVID-19에 

감염된 6명중 1명은 심각하게 아프며 숨쉬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노인들이나 고혈압, 

심장 질환 혹은 당뇨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심각한 증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열, 기침 그리고 숨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의료진에 연락해야 합니다.  
  
COVID-19 는 어떻게 퍼지나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옮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과 사람사이에 전파 및 

감염됩니다. 이러한 비말은 사람 주변의 물체나 표면에 닫게 됩니다. 그러한 물체를 

만진 후 눈이나 코 입등을 만지게 되면 감염되게 됩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비말을 직접 접촉했을 경우도 감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2미터 

(3피트) 이상 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COVID-19가 

전파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리서치를 하고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COVID-19에 전염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호흡기 

비말입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염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증상은 심하지 않고 특히 감염 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기침과 몸이 안좋은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COVID-19가 전파되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리서치를 하고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COVID-19 예방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감염 및 전염 기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나 소독제 또는 비누로 20초 이상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에게서 최소 2미터 이상 떨어지십시오.  

• 눈이나 코, 입을 되도록 만지지 마십시오.  

•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호흡기 위생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뜻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리십시오.  

• 몸이 좋지 않다면 집에 머무르십시오. 열이나 기침 혹은 숨쉬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의료진에 연락하고 지방 보건 당국의 행동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 COVID-19 감염이 많은 곳 (도시나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특히 본인이 

나이가 들었거나 당뇨, 심장 혹은 폐질환이 있다면 그런 곳들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바이러스가 표면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COVID-19 세균이 표면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다른 호흡기 세균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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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 따르면, 몇시간에서 최대 며칠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양한 조건 (표면의 유형, 온도나 습기등의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표면이 

오염됐다고 생각된다면 간단한 소독제등으로 닦아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나 소독제 또는 비누로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고눈이나 코, 입을 되도록 만지지 마십시오.  

 

또 다른 주의 사항은 없나요? 

다음 사항들은 COVID-19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해로울 수 있습니다:  

• 흡연 

• 여러개의 마스크를 쓰는 것 

• 항생제 복용   

어떤 경우라도 발열,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의 증상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의료진에 

연락해 감염 증상의 악화를 줄이고 보건 당국에 최근 여행 기록을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에서 돌아올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외나 다른 주에서 돌아왔다면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하십시오. 몇몇 주들이나 

준주들은 의료계 종사자들등 특정한 그룹들에 특별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발열이나 기침 혹은 호흡 곤란등의 증상을 눈여겨 보십시오.  

• 2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는 옷소매등으로 가리십시오.  

**모든 정보들은 캐나다 보건국 (Health Canada)에서 발취했습니다.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

coronavirus-infection.html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세계 보건 기구 (WHO)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who.int/news-room/q-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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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2019-novel-coronavirus-infection.html
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q-a-coronaviruses
https://ca.thrive.health/covid19/en
https://buyandsell.gc.ca/calling-all-suppliers-help-canada-combat-covid-19
mailto:hc.meddevices-instrumentsmed.sc@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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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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됩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중인 캐나다인들이 아직 가능할 때 상업적인 수단을 통해 캐나다로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지상 국경 봉쇄와 같은 조치를 취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공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치들은 

불확실한 기간 동안 비행을 완전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캐나다인들이 현재 체류중인 나라를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정부는 항공사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용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으며, 항공사들이 비행에 필요한 허가와 기타 물류를 확보하도록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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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ravel.gc.ca/assistance/emergency-assistance
https://travel.gc.ca/travelling/registration
mailto:sos@international.gc.ca
mailto:CAN.finances.CV19@international.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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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체류중인 캐나다인들을 위한 지원) 
 

현재 해외 여행중인데 현지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어떻게 캐나다로 돌아가나요? 

• 캐나다 정부는 해외의 캐나다인들에게 상업적 수단이 이용 가능할 때, 그 수단을 

사용해 캐나다로 돌아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공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현재 위치한 

나라들의 국경이 봉쇄됐을 경우,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건강 유지를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캐나다 공중 

보건국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의 지도와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또한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캐나다인들이 긴급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체류를 

연장할 시 돕기위해 1 인당 최대 5,000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만약 긴급 상황에 처해있거나 대출 프로그램에 추가 정보를 얻고싶다면 오타와에 

위치한 24/7 비상 감시 및 대응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전화: +1 613-996-8885 

(콜렉트 콜도 가능), 이메일: sos@international.gc.ca.  
 

캐나다 – 미국 국경은 언제 봉쇄되나요?  

• 캐나다 – 미국 국경은 2020년 3월 20일 자정에 봉쇄됩니다.   

•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 – 미국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3월 21일부터 시행해 2020년 4월 

21까지 유지됩니다.  

  
왜 이 나라들만 항공편이 있나요? 다른 나라는 왜 없나요?   

• 정부의 목표는 귀국을 모색하고 있지만 상업적 접근이 어려우며 많은 

캐나다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 비록 더욱 많은 나라들이 일정 기간 혹은 무기한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캐나다행 상업 항공들을 운영하고 있거나 이전에 예약한 

승객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사들과 협력중입니다. 

  

오늘 발표된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귀국하려 하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귀국할 수 

있을까요? 

• 정부는 항공사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캐나다인과 그 직계 가족이 상업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 항공사가 비행에 필요한 허가 

및 기타 물류를 확보하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는 이용이 가능한 상업 항공편 가운데 미성년자, 의료 조건이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귀국시키겠다는 취지하에 모든 캐나다인들이 

송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총 3백만명의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해외에 있으며 비록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귀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국제적인 대유행과 각 나라들이 취한 관련 조치로 인해 모든 캐나다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캐나다인들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캐나다 밖에 머물게 될 

수있습니다. 

mailto:sos@international.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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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해외 체류중인 캐나다인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받기 위해 

정부에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또는 귀국을 돕기 위해 여기서 

COVID-19 긴급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발이 묶였으며 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캐나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캐나다인이 필요한 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한 캐나다인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캐나다 정부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https://travel.gc.ca/assistance/embassies-consulates 

•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역구의 하원 의원에게 연락하십시오.  

 

크루즈선에 발이 묶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들이 탑승한 크루즈선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인들을 태우고 있는 모든 크루즈선들은 앞으로 며칠안에 정박할 

계획입니다.  

• 배에 탑승한 캐나다인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장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캐나다에 귀국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영주권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 캐나다인 등록 (Registration of Canadians Abroad, 

ROCA)이 불가능하며 해외 체류중인 캐나다인들을 위한 COVID-19 긴급 대출 

프로그램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영주권자 또한 캐나다 정부가 준비하는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캐나다 대사관이나 오타와에 위치한 비상 감시 및 대응 센터에 

전화: +1 613-996-8885 혹은 이메일: sos@international.gc.ca 에 

연락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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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단은 비자 신청 센터 폐쇄, 여행 계획 중단, 지방 관공서와 기업에 대한 제한적 

접근을 포함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

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special-measures.html 

영주권 허가를 받았으나 서류를 완료하기 위한 캐나다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https://travel.gc.ca/travelling/registration
https://www.international.gc.ca/covid-19-loan-pret/form-formulaire.aspx?lang=eng
https://travel.gc.ca/assistance/embassies-consulates
mailto:sos@international.gc.c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special-measure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special-measur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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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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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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html
mailto:beijing-immigration@international.gc.ca
https://www.cic.gc.ca/english/contacts/web-for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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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COVID-19 경제 대응 방안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개인들을 위한 지원 

개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 • 캐나다 육아 보조금 확대 

• 특별 GST 환급 

• 소득세 신고 기간 연장 

• 모기지 지원 

실업자 지원 • 새로운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 고용 보험 신청 
 

아프거나 격리됐거나 혹은 자가 

격리를 지시받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 새로운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 EI 질병 수당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 새로운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 새로운 원주민 사회 지원 펀드 

(Indigenous Community Support Fund) 

• 강화된 Reaching Home 계획 

• 여성 보호소와 성폭력 센터를 위한 지원 
 

노인들을 위한 지원 • 등록 퇴직 소득 기금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최소 인출 

금액 인하 

• 현실적인 서비스: 물건 배달 및 개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학생들 및 최근 졸업생들을 위한 

지원 

• 캐나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사업체들을 위한 지원 

정리해고 회피  •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The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근로 나눔 프로그램 (Work-Sharing 

program) 확대 

 

신용 대출 • 비지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도입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increasing_canada_child_benefi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increased_goods_services_tax_credi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extra_time_income_taxe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mortgage_suppor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new_canada_emergency_response_benefi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apply_employment_insurance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sick_quarantined_self_isolation_new_canada_emergency_response_benefi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improved_access_employment_insurance_sickness_benefi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sick_quarantined_self_isolation_new_canada_emergency_response_benefit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indigenous_community_support_fund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indigenous_community_support_fund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enhancing_reaching_home_initiative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support_women_shelters_and_sexual_assault_center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eased_rules_registered_retirement_income_fund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eased_rules_registered_retirement_income_fund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eased_rules_registered_retirement_income_fund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practical_services_delivery_of_items_and_personal_outreach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practical_services_delivery_of_items_and_personal_outreach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canada_student_loan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extending_workshare_program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extending_workshare_program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extending_workshare_program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extending_workshare_program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business_credit_availability_program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business_credit_availability_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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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들을 위한 지원  • 이용 가능한 신용 대출 증가 
 

금융 안정 지원 • 보험 담보 매입 프로그램 출범 

• 캐나다 중앙 은행 조치 

• 국내 안정성 완충도 (Domestic Stability 

Buffer) 완화 
 

유연성 향상 
 

• 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 판매세 (Sales Tax) 및 관세 (Custom 

Duty) 납부 연기 

개인과 가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2020년 3월 25일 발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은 과세 혜택으로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매달 2,000달러씩 최장 4개월동안 지급합니다.  

 

혜택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가능하며 그 때까지 소급 적용해 지불될 것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여기를 

누르십시오.  

 

자격 요건 

CERB는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했거나 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만약 현재 일을 찾고 있지만 COVID-19로 인해 일을 그만둔게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가 또는 기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Increasing_credit_available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insure_mortgage_purchase_program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bank_of_canada_action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lowering_the_domestic_stability_buffer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lowering_the_domestic_stability_buffer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more_time_to_pay_their_income_taxe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deferral_sales_tax_remittance_customs_duty_payments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businesses.html#deferral_sales_tax_remittance_customs_duty_payments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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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근로자; 

• COVID-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 중이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근로자; 

• 학교와 어린이집등의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해 집에 있거나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소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 

• COVID-19로 작업 상황의 차질로 인해 여전히 고용되어 있지만 소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예: 임시 해고); 그리고 

• 임금 근로자 (wage earner)와 EI를 받을 수 없는 계약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 *신규* 세전 월 1,000 달러 혹은 그 이하의 소득의 근로자. 

• *신규* 2019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일사이 EI 일반 수당을 소진하고, 

COVID-19로 인해 정기적인 계절 근로 (seasonal work), 취업 또는 복귀가 어려운 

근로자 (계절 근로자 (seasonal worker) 포함). 

(**위 두가지 변화는 2020년 3월 15일로 소급 적용될 것입니다). 

 

CERB 혜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캐나다 거주자, 

b) 15세 이상,  

c) 자진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그리고 

d) 2019년 또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최소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다음의 

방법들 혹은 방법의 조합 (combination)으로 얻어야 합니다; 

• 고용으로 인한 소득 

• 자영업을 통한 소득, 그리고 

• EI의 출산 혹은 육아 휴직 혜택 (maternity or parental leave benefits), 

그리고/또는 퀘벡은 퀘벡 육아 보험 플랜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른 비슷한 혜택들. 

 

*신규 중요 기준*  

 

1. 첫번째 수당을 신청할 때, 4주간의 신청 기간내에 14일 연속으로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고용 및/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세전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추후 신청시, 새로운 신청의 4주간의 기간내에 고용 및/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세전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불 세부 사항 

 

**CERB는 서비스 캐나다나 CRA 둘 중 하나만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신청후 10일 안에 받게될 예정이며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4주마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과세 혜택이지만 정부는 세금 회수는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RB는 4월 6일부터 CRA의 내 계정 (My Account)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동 응답 

전화 서비스나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ERB 신청 방법은 여기를 누르십시오.  

CRA의 내 계정 (My Account)를 생성하기 위해선 여기를 누르십시오.   

단계별 신청 방법은 여기를 누르십시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e-services-individuals/account-individuals.html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cra-login-services/cra-user-password-help-faqs/registration-process-access-cra-login-services.html#hlp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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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에 따른 CERB 신청일 

만약 태어난 달이: CERB 신청일 최선의 신청일 

1월, 2월 혹은 3월이라면 월요일 4월 6일 

4월, 5월 혹은 6월이라면 화요일 4월 7일 

7월, 8월 혹은 9월이라면 수요일 4월 8일 

10월, 11월 혹은 12월이라면 목요일 4월 9일 

아무 달 (Any month)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자격 기간 

청구 자격 기간은 4주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CERB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4주 기간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지속된다면 4주마다 최대 16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의 기간). 

 

만약 CERB를 수령한 후 일을 다시 시작하다가 일을 그만뒀다면 CERB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신청시 새로운 신청을 위한 전체 4주 기간내에 고용 그리고/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세전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주 주기 주기 날짜 

1 2020년 3월 15일 – 2020년 4월 11일  

2 2020년 4월 12일 – 2020년 5월 9일 

3 2020년 5월 10일 – 2020년 6월 6일 

4 2020년 6월 7일 – 2020년 7월 4일  

5 2020년 7월 5일 – 2020년 8월 1일  

6 2020년 8월 2일 – 2020년 8월 29일  

7 2020년 8월 30일 – 2020년 9월 26일  

 

CERB와 EI 

 

3월 25일 현재 이미 EI 수당 및 질병 수당을 받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계속해서 EI 혜택을 

받을 것이며 CERB에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2020년 10월 3일 이전에 EI 혜택이 종료되고 

COVID-19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는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EI를 신청했고 EI 시작 날짜가 3월 15일 이후인 캐나다인들의 신청서는 자동으로 

CERB로 전환됐으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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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CERB & EI) 
 

EI 를 신청할지 아니면 CERB 를 신청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COVID-19로 인해 업무를 중단한 경우, EI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CERB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제공됩니다.  
 

신청 과정을 도와주는 하나의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   
 

만약 2020년 3월 15일 혹은 그 이후에 EI 일반 (regular) 또는 질병 수당을 신청했다면 

신청은 자동으로 CERB로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출산, 육아, 간호 (caregiving), 어업 (fishing) 그리고 근로 나눔 (work-

sharing)등의 다른 EI 혜택도 평상시 처럼 계속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고용 보험 신청 
 

CERB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CERB 혜택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가능합니다:  

• 1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 

•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했거나 또는 EI 일반 (regular) 혹은 질병 수당 

신청 자격 유; 또는 2019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일사이 EI 일반 수당을 

소진. 

• 2019년 혹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안에 최소 5,000달러 이상의 소득; 그리고 

• 자진해서 일을 그만두지 않음 

 

만약 주나 준주에서 허용하는 경우 CERB와 주 또는 준주의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CERB는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 및/또는 한달에 세전 1,000달러 이하의 소득의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만약 현재 일을 찾고 있지만 COVID-19로 인해 일을 그만둔게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자영업으로 인한 5,000 달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소득으로 신고한 팁; 비자격 배당금 (non-eligible dividends, 배당금 세금 환급 자격이 

없으며  소규모 사업체 비율로 과세되는 배당금); 사례비 (honoraria, 예: 응급 서비스 

봉사자에게 지급된 명목상의 액수); 그리고 로열티 (royalties, 예: 예술가에게 지급). 

만약 EI 자격이 없는 경우 EI에서 받은 출산 및 육아 수당 그리고/또는퀘벡은 퀘벡 육아 

보험 플랜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른 비슷한 혜택들을 포함합니다.  

 

연금이나 학자금 대출 그리고 학비 보조금 (bursaries)은 고용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포함하면 안됩니다.  

 

1,000달러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1,000달러는 고용 그리고/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4주의 기간내에 일하며 받는 팁; 비자격 배당금 (non-eligible dividends, 배당금 세금 

환급 자격이 없으며  소규모 사업체 비율로 과세되는 배당금); 사례비 (honoraria, 예: 

응급 서비스 봉사자에게 지급된 명목상의 액수); 그리고 로열티 (royalties, 예: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https://srv270.hrdc-drhc.gc.ca/AW/introduction?GoCTemplateCulture=e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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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에게 지급). 

 

연금이나 학자금 대출 그리고 학비 보조금 (bursaries)은 고용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포함하면 안됩니다.  

 

신청서들은 추후 소득 확인을 위해 세금 기록과 확인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CERB를 신청할 수 있나요? 

CERB는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하거나 EI 일반 및 질병 수당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업무 중단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근무 시간이 0으로 단축; 

• COVID-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중; 

• COVID-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중인 사람을 간호하기 위해 일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또는 

• COVID-19로 인한 간호 시설 (care facility)의 휴원으로 인해 자녀 혹은 다른 

피부양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또는,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CER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 일반 혹은 질병 수당 신청 자격 충족; 또는 2019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EI 일반 수당 수령; 그리고 사용 가능한 기간을 모두 소진했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 경우.  

CERB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수당의 신청시, 4주간의 신청 기간내에 14일 

연속으로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소득이 세전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추후 

신청시에는 새로운 신청의 4주간의 기간내에 소득이 세전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언제 CERB에 신청할 수 있나요? 

CERB는 4월 6일부터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격리중이거나 아프다면 CERB를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서를 완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고되어야만 CERB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RB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CERB 는 4 주를 기준으로 2,000 달러, 한주에 500 달러에 해당하는 지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16 주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ERB는 과세 혜택이지만 세금은 추후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0년 소득 신고를 할 때 

CERB 혜택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CERB 혜택 수당을 받으며 다른 소득을 얻어도 괜찮은가요?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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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결과로 반드시 일을 그만두어야 하며 또한 지난 4주내에 최소 14일 

연속으로 고용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유급 휴가,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혹은 

다른 고용 보험 혜택으로 인한 소득이 없어야 함을 뜻합니다.  

 

2번째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고용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의 일반 혹은 질병 수당 신청 자격이 있다면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하는 주나 준주에서 허가한다면, CERB와 주나 준주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어도 CERB를 받을 수 있나요?  

CERB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중이고 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근로자 –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포함 – 는 만약 다른 

자격 조건들이 맞는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00달러의 최소 소득을 캐나다내에서 벌어야 하나요? 

아니요. 캐나다 내에서의 소득이 아니어도 되지만 캐나다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CERB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대기 기간이 있나요?  

혜택은 신청 후 10일안에 시작될 예정이며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혜택은 계좌 이체나 수표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 이체를 선택하면 더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자격 날짜를 소급 적용해 지급될 것입니다.] 
 

CERB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개인 연락처, Social Insurance Number 그리고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추후 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문서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EI 일반 수당을 받고 있으면 CERB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만약 이미 EI 일반 수당을 받고 있다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EI 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EI와 CERB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EI 일반 혹은 질병 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CERB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같은 혜택 기간에 두가지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는 모든 신청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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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I를 통해 1주에 500달러 이상을 받기로 되어있다면 그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되나요?  

아니요. CERB를 신청한다면 EI를 통해 받게 될 액수와 관계없이 1주에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CERB 수령을 중지한 후에도 EI 자격을 유지한다면, CERB를 수령한 

기간은 EI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EI를 통해 1주에 500달러 이하를 받기로 되어있다면 그대로 500달러를 

받게되나요?  

네. CERB를 신청한다면 EI를 통해 받게 될 액수와 관계없이 1주에 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만약 3월 15일 전에 일을 그만두고 3월 15일 후에 EI를 신청했다면 어떤 수당을 

받게 되나요?  

만약 3월 15일 전까지 EI 일반 혹은 질병 수당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건은 기존의 EI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만약 출산/육아등의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어도, CERB 신청 자격이 되나요? 

EI의 출산/육아 혹은 다른 특별한 수당들은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일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출산/육아 휴가가 종료된 후에도 COVID-19로 일에 일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CERB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당금을 받는다면 CERB 신청 자격이 되나요? 

네, 배당금이 비자격 배당금 (non-eligible dividends, 배당금 세금 환급 자격이 없으며  

소규모 사업체 비율로 과세되는 배당금)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비자격 배당금은 CERB 신청 자격을 위한 5,000달러 소득에 포함되며 1,000달러의 

한계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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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요약 

 

COVID-19 로 인해 현재 자가 격리중이거나 혹은 격리됐으며 그리고 EI 질병 수당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개인의 경우 EI 질병 수당의 1 주일 대기 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의 운영 중단과 학교의 휴교등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EI 질병 수당의 자가 격리나 

격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I질병 수당 자격을 위해서는, 청구자가 청구를 시작하기 전 최근 52주동안 최소 

600시간의 보험 적용이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지난 청구 신청 

시작으로부터, 둘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신청합니다. 고용주로부터의 고용 기록 또한 

필요합니다.  

 

1 주일 대기 기간 면제는 EI 질병 수당 청구자에게 격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적용됩니다. 

격리 명령은:   

• 캐나다 연방법이나 주정부법 하에 ; 혹은  

•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 의료 공무원의 명령하에; 혹은   

• 의료계 공무원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권고하고 또한 고용주, 의사, 

간호사나 격리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마지막 사항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란 고용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교장이나 군대의 지휘관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법권에서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가 권고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고용주, 의사, 간호사, 또는  

격리시키기 위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서 격리 요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들은 COVID-19 의 영향으로 인해 진단서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EI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qualif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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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qualify.html 

만약 자신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고, 격리중이며 EI 질병 수당의 1 주일 대기 기간을 

면제받아 첫 주부터 수당을 받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전화: 1-833-381-2725 (수신자 부담) 

• Teletypewriter (TTY): 1-800-529-3742 
 

고용 기록 (Record of Employment)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

lis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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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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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qualify.html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ei-roe.html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ei-ro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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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될 

것이므로, 진단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캐나다 육아 보조금 확대  

정부는 2019-20년도 캐나다 육아 보조금을 통해 아이당 추가로 300달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 가정은 약 550달러를 추가로 받게됩니다. 
 

이 혜택은 4월로 예정된 보조금의 일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캐나다 육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육아 보조금은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들을 위한 장기 소득 지원  

COVID-19 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든 캐나다인들을 위해 

정부는:  

• 첫 58,700달러에 대해 최대 75%의 지원을 제공해 1주에 최대 847달러까지 

가능합니다.  

• 고용주의 통제를 벗어난 사항들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동의한 근로자들에게 EI 혜택을 제공하는 EI 의 근로 나눔 프로그램 (Work-

Sharing Program)의 시행으로 기간을 76 주로 연장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입니다. 

❖ 가장 지원이 필요한 개인들을 위한 지원  

재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1200만명 이상의 중∙저 소득층들을 위해,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 공제 (Goods and Service Tax Credit, GSTC)를 통해 2020년 4월 

9일에 1회 특별 지급을 제공했습니다. 그로인해 2019-2020 연도의 연간 최대 GSTC 

지급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 증가는, 개인은 

400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부부나 커플은 600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치를 위해 총 55억 달러를 투입할 것입니다.  

 

이 지원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자동으로 받게될 것입니다.  

제안된 GSTC와 CCB의 개선안을 합치면, 두명의 자녀를 두고 중∙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은 약 1,500달러의 추가적인 단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VID-19 의 영향에 취약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캐나다 전역의 각 단체들에 1 억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o 식품 및 기타 기본 생필품의 구입, 운반 그리고 배포 

o 자원 봉사 부족을 메꾸기 위한 임시적 채용 보조 

o 자원 봉사자와 고객들 사이의 COVID-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 구입등의 안전 조치 시행 

o 캐나다 푸드 뱅크, 구세군, 세컨드 하베스트 (Seceond Harvest), 캐나다 

지역 푸드 센터 (Community Food Centres Canada), 캐나다 브렉퍼스트 

클럽 (Breakfast Club of Canada)등을 포함한 단체들은 캐나다인들의 

긴급한 음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nada-child-benefit-overview/canada-child-benefit-app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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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Nations, Inuit, 그리고 Metis Nation 사회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분에 기반을 둔 원주민 사회 지원 펀드 (Indigenous Community 

Support Fund)에 3 억 5 천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 COVID-19 사태 동안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리치 홈 

계획에 1억 5천 5백 5십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침대를 구입하고 

사회적 거리를 넓히고 보호소의 과밀을 줄이기 위한 수용 시설 확보와 같은 다양한 

요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과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보호소와 성폭력 센터에 

최대 5 천만 달러를 제공해 각 시설에서의 발병 혹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지원금에는 원주민 사회의 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합니다.  

❖ 납세자들을 위한 유연성  

CRA 는 COVID-19 의 발병동안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신탁을 포함한 개인의 2019 년 세금 신고 마감일을 연기할 것입니다.   

• 개인 (신탁 제외)의 경우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0 년 6 월 1 일까지 연기됩니다. 

하지만 CRA 는 GSTC 또는 캐나다 육아 

보조금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2020-21 혜택 연도의 자격이 적절히 

결정되도록 세금 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과세 연도가 2019 년 12 월 31 일에 

끝나는 신탁, 파트너쉽 그리고 NR4 정보의 

경우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0 년 5 월 

1 일까지 연기됩니다. 

 

• CRA 가 2020 년 3 월 18 일 이후로 

납세자들에게 요구했던 소득세를 위한 행정 

업무들은 2020 년 6 월 1 일로 연기됩니다.  

 

• 모든 납세자들이 앞으로 내야하거나, 오늘 이후부터 그리고 2020 년 9 월 이전까지 

납부해야 할 모든 소득세는 2020 년 8 월 31 일까지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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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이 직접 만날 필요성을 줄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CRA 는 전자서명이 소득세법의 서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매년 수백만명의 캐나다인들이 세무 대리인들이 세무 신고를 할 수 있게 

허가하도록 직접 사인해야 하는 서류인 허가 서류 T183 또는 T183CORP 에 적용됩니다.  

CRA 는 COVID-19 기간 동안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가는 서비스를 채택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CRA 는 개인들이 세금 의무를 더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공제를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 가능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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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현재 전화와 화상 회의 (webinar)가 가능한 곳에서는 화상 회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CRA 는 많은 지역사회 단체들이 지역사회 자원봉사 소득세 프로그램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하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대폭 줄이거나 

취소할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세금 및 혜택 환급을 

컴퓨터로 또는 가능한 경우 파일 내 세금 신고 서비스 (File My Return service)를 통해 

제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시행될 것입니다.  

❖ 만약 CRA 가 혜택을 검토하면 해야할 일 

만약 CRA로부터 답변 날짜가 포함된 편지을 받았거나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로선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토 (review) 작업은 현재 보류 중이며 CRA는 현재의 

COVID-19 조치가 해제되면 다시 연락할 것입니다. 

 

확인 (validation) 검토 후 지급이 중지되거나 조정된 혜택 수령자이며 요청된 문서를 보낸 

경우라면, 당사자의 계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 차등 처리될 것입니다. 

 

비록 검토는 미뤄졌지만 향후 조치가 필요하거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혜택 수령자는 추후 검토를 위해 선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원 문서를 

보관해야 힙니다.  

 

❖ 금융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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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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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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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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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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및 최근 졸업생들을 위한 지원 

학자금 대출 유예 
 

COVID-19 상황 중 학자금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유예될 것입니다:  

o 만약 자동 이체 (pre-authorized debit)를 등록했다면 자동으로 유예될 

것이므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o 만약 수표나 다른 방법으로 상환중이라면 유예 기간동안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o 만약 대출 상환을 계속 하려면, NSLSC 계정에 로그인한 후 Make a 

Payment 옵션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NL, NB, ON, SK 또는 BC에서 발행된 경우, 대출 유예는 연방 및 

주정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PEI, NS, AB 또는 MB에서 발행된 경우, NSLSC는 연방 학자금 

대출만 관리함으로, 대출 유예는 연방 학자금 대출 (Canada Student Loan)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정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발표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에 문의하십시오.  

 

유의 사항: 이러한 조치들이 NSLSC 온라인 계정에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학자금 대출 계정은 일시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유예가 미치는 영향 만약:  

 

아직 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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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금액이 없으며 이자가 부과되지 않아 대출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6개월의 상환 중지 기간 (6-month non-repayment period) 중이라면 

 

상환 중지 기간중에는 납부가 필요없습니다.  

• 캐나다, BC 그리고 NL 대출금의 경우 상환 유예 기간은 무이자입니다.  

• ON, NB 그리고 SK 대출금의 경우 이자가 누적되지만 3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무이자입니다.  

 

만약 상환 중지 기간이 상환 유예 기간중에 끝난다면, 상환액과 이자는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유예되며 2020년 10월부터 상환하게 됩니다.  

 

이미 상환을 시작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 30일까지 이자 및 상환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2020년 10월부터 상환하게 됩니다. 정부는 10월 상환 옵션에 대한 추가 정보를 몇 주안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캐나다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 (Canada Summer Job Program) (일시적) 

캐나다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은 비영리·중소기업·공공부문 내에서 15세에서 30세의 

청소년 및 청년층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핵심 서비스의 전달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캐나다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에 일시적인 변화를 모색해:  

•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용주도 직원 1인당 주 또는 준주 최저 임금의 10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임금 보조금을 받습니다;  

• 고용 종료일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연장; 

• 프로젝트 및 작업 활동 조정; 

• 파트 타임제로 직원 고용. 

 

사업체들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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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긴급 상업 임대 지원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이 프로그램은 4월, 5월, 6월에 걸쳐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받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상환 면제를 포함한 대출 (forgivable loan)을 포함한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선, 부동산 소유주와 세입자의 

관계를 담당하는 주정부 및 준주와 연방 정부간의 파트너쉽을 필요로 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COVID-19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업체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을 위해 주 및 

준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캐나다 긴급 비지니스 어카운트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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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혹은 이전에 대출 잔액을 상환하면 25% 

(최대 1만 달러)의 대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고 싶은 소규모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들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차입자는 2020년 3월 1일자로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이여야 함. 

• 차입자는 연방 세금 등록 (federal tax registra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차입자는 지난 2019년 급여 총액이 2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이여야 함. 

• 차입자는 주요 금융 기관인 대출자와 사용중인 사업 거래 (chequing)/운영 계좌가 

있어야 함. 이 계좌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되었어야 하며 현 대출 기관에 

체납금이 없어야 하며, 만약 체납금이 있다면, 2020년 3월 1일 당시 90일 이상 

연체되지 않았어야 함.  

• 차입자는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다른 금융 기관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   

• 차입자는 사업을 지속하거나 재개할 의도가 있어야 함.  

• 차입자는 추후 연방 정부나 기관들에 의해 시행될 설문 조사에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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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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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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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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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규모 사업체들은 또한 사업체들의 운영 현금 유동 요건을 위해 BDC와 

금융기관들이 함께 사업체들에 대출을 제공하는 공동 대출 프로그램 (Co-

Lending Program)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25만 달러의 증분 신용 (incremental credit)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BDC와 금융기관이 80%의 위험성 (risk)을 공유할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에게 직접 자금의 지원 및 인수를 시행할 

것입니다.  

 

❖ 사업체들의 신용 대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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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은 요즘과 같이 매우 불확실한 시기 동안 캐나다의 

사업체들이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BDC와 

EDC는 민간 대출 기관들과 협력하여 석유와 가스, 항공 운송, 관광 등의 분야를 포함한 

개별 사업체의 신용 대출 해결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농식품 부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신용 대출도 증가할 것이며 캐나다 농업 신용기관 (Farm Credit Canada)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 감독관실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SFI)은 국내 

안정성 완충도 (Domestic Stability Buffer)를 위험 가중 자산의 1.25%까지 낮추고 

https://www.bdc.ca/en/financing/pages/interest-rate-terms-conditions.aspx
https://www.bdc.ca/en/online_financing/pages/loan-application.aspx
https://www.bdc.ca/en/financing/business-loans/working-capital-financing/pages/working-capital-loan.aspx
https://www.bdc.ca/en/financing/business-loans/pages/purchase-order-financing-form.aspx
https://www.bdc.ca/en/consulting/pages/financial-planning.aspx
https://www.bdc.ca/en/consulting/pages/optimize-processes-reduce-waste-consulting-for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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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의 대형 은행들이 경제에 3 천억 달러의 추가 

대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Bank of Canada)은 또한 현재와 같은 경제적 압박기간 동안 캐나다 

경제를 지원하고, 캐나다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며, 금융 기관이 가계와 사업체 

모두에게 신용 대출을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캐나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충격과 최근의 유가 

하락을 감안하여 금리를 0.25%로 인하하는 사전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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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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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세요.  

 

 

❖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정부는 수익 손실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해고를 막기 위해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에게 3개월 동안 임시 임금 보조금 (temporary wage subsidy)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 요건을 위한 직원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 고용주들은 비영리 단체와 자선 단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체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 3월 15일까지 소급 적용해 그동안 지급됐던 보수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장 12주동안 지원할 것입니다.  

https://www.bdc.ca/en/contact_us/pages/form-contact-us.aspx
mailto:tradeadvisor-conseiller@edc.ca
https://www.edc.ca/en/form/inqui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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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조금은 2020년 3월에 수익의 최소 15%와 다음 달에 30%가 감소하는 적격 

고용주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아래 적용 기간 참조).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고용주들은 

수익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격을 갖춘 모든 고용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직원을 재취업시키고, 자격을 

충족한다면,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ERB가 의도한 

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중복 제한 (limit duplication)법을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 기간 동안 재취업한 개인이 CERB 청구를 취소하고 그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가능한 고용주들에는 개인, 과세 대상 기업 (taxable corporation), 고용주로 

구성된 파트너쉽과 2020년 3월 18일 CRA에 기존 사업 번호와 급여 (payroll) 프로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고 급여, 임금, 보너스 또는 기타 보수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영리 

단체와 등록 자선 단체도 포함됩니다.  

 
수익 계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고용주의 수익은 가족이나 친지등 고용주와 관계없는 출처로부터 

캐나다 내에서 얻은 수익이어야 합니다. 수익은 고용주의 일반적인 회계 방법을 사용해 

계산될 것이며 특수 항목 (extraordinary items)과 자본 계정 금액 (amount on account 

of capital)에서의 수익은 제외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발생주의 (accrual method)나 현금주의 (cash method)에 따라 

수익을 계산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두가지의 조합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보조금을 처음 신청할 때 회계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동안 선택한 회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선 단체 (registered charities)와 비영리 단체의 겅우, 가족이나 친지등 

고용주와 관계있는 출처로부터의 수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부로부터의 수익을 수익의 일부로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프로그램 기간 내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조금 액수 

2020년 3월 15일에서 6월 6일 사이 자격이 맞는 보수를 받은 직원에게 지급될 보조금은 

다음보다 클 예정입니다:  

• 지급된 보수의 75%, 1주에 최대 847달러; 그리고 

• 지급된 보수, 1주에 최대 847달러 혹은 사태 전 주급의 75% 중 더 적은 금액. 

• 보조금을 받을 직원의 사태 전 주급을 정의하는 방법은 추후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행시, 고용주들은 사태 전 임금 또는 기존 직원들의 급여 중 첫 75%의 10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주들은 기존 직원들의 사태 전 고용 소득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용주들은 또한 새롭게 고용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급여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이 맞는 보수에는 급여, 임금, 그리고 다른 보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소득세 의무에 따라 세입 징수처 (Receiver 

General)에게 송금할 금액을 보류하거나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단, 퇴직금이나 

주식 매입 혜택 (stock option benefits) 혹은 법인 차량의 개인적 사용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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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의 가족이나 친지등의 직원들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액수는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자격이 맞게 지급된 

보수에 한정되며, 1주에 최대 847달러 혹은 사태 전 주급의 75% 입니다.  

• 자격이 맞는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는 한도에 전반적인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사태 전 급여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정 급여 기여금 (Certain Payroll Contributions)에 대한 환급 

현재 정부는 EI, CPP, 퀘벡 연금 (QPP) 그리고 퀘벡 육아 보조금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등 고용주가 부담하는 특정한 기여금 새로운 100% 환급을 도입함으로서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환급은 유급 휴가중인 직원과 고용주가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직원등 자격이 맞는 직원들에 대해 매주 지불하는 특정 

기여금을 100% 보상합니다.   

 

이 환급은 자격을 갖춘 직원들 중 일주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유급 휴가로 쉬는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환급은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임금 보조금 신청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직원당 최대 

847 달러의 주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신청 가능한 환급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제한은 없을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주 본인과 직원들의 기여금을 각 프로그램에 

평상시와 같이 계속 기여금을 수급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자격이 맞는 고용주는 임금 

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위에서 설명한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기간 

자격 기간은 일반적으로 달력 상 고용주의 월별 수익, 연간 수익이 변했을 때 시작됩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고용주들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대체 기준을 사용해 수익 변화를 

계산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성장 기업, 2019년에 어려움을 

직면한 부문들, 비영리 및 자선 단체 그리고 2019년 2월 이후에 설립된 사업체등 일반적인 

접근이 적합하지 않은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에 따라, 고용주들은 2020년 1월과 2월의 수익의 평균을 사용해 수익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처음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일반적인 연별 비교나 위에 

서술된 대안 접근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ABC 회사는 지난 9월 영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회사는 1월에 10만 

달러, 2월은 14만 달러의 수익을 보고해 월평균 12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3월의 수익은 9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3월의 수입은 12만 달러보다 25% 낮기 

때문에 ABC 회사는 첫 번째 신청 기간에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자격을 얻기 위해, ABC 회사의 4월 수익은 8만 

4천불 이하 (12만 달러보다 30% 낮음)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일정 기간동안 받은 임금 보조금 (COVID-19 경제 대응 방안에 의해 제공)은 

연도별 월 수익 변동을 측정할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3월 수익이 2019년 3월 수입에 비해 50% 감소한 경우,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급된 보수에 대해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위에 

계산된 대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또한, 임금 보조금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3월 대신 2020년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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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2월의 평균 수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수익 비교 방법을 결정하면 프로그램 내내 적용해 사용해야 합니다.  

• 아래 표에는 각 청구 기간, 필요한 수익 감소 및 자격 기준 기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간 

  
청구 기간 

필요한 수익 감소 
자격을 위한 기준 기간 

첫번째 기간 3월 15일 – 4월 11일 

15% 2020년 3월과: 

• 2019년 3월 또는 

•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두번째 기간 4월 12일 – 5월 9일  

30% 첫번째 기간 신청 가능 

또는 

2020년 4월과: 

• 2019년 4월 

•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세번째 기간 5월 10일 – 6월 6일 

30% 2번째 기간 신청 가능 

또는 

2020년 5월과: 

• 2019년 5월 

•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 

  

직원들을 위한 자격 

캐나다내에서 고용된 직원에게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직원의 보수에 대한 임금 보조금 자격은 자격 기간인 3월 15일부터 4월 11일, 4월 

12일부터 5월 9일 그리고 5월 10일부터 6월 6일 이내에 연속으로 14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규정은 직원이 CERB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4주 이내에 직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해 

고용주는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전에 발표된 규제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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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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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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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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적 사업 임금 보조금 10% (Temporary Business Wage Subsidy)  

2020년 3월 18일, 캐나다 총리는 임시적 10% 임금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자격이 안되는 단체들은 2020년 3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급된 보수에 

대해 이전에 발표된 10%의 임금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과 10% 임금 보조금, 둘 다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특정 기간동안 지급된 보수에 

10%의 임금 보조금을 받을 경우 추후 지급될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에서 수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보조금은 직원 1인당 최대 1,375달러, 고용주 1인당 25,000달러까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급료의 10%에 해당됩니다. 사업체들은 직원들의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인해 즉시적인 이익과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보조금을 계산하고 나면, CRA에 보내는 연방 정부, 주정부 혹은 준주 소득세의 납부를 

보조금의 양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50달러의 보조금을 계산했다면, 연방 정부, 주정부 또는 준주 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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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야할 납부액을 2,050달러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0일 전까지 내야할 

모든 소득세에서 최대 25,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소득세를 줄여서 낼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캐나다 연금 (Canada Pension Plan)과 고용 보험료 (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은 줄여서 낼 수 없습니다.  

 

10% 임금 보조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질의응답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가지 임금 보조금 비교  

  10% 임금 보조금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범위 기간 90일 (3월 18일 – 6월 19일) 12주 (3월 15일 – 6월 6일) 

비율 각 직원 임금의 10%  각 직원 임금의 75% 

임금 기준치 10% 보조금은 직원이 현 

기간에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상정됩니다.  

75% 보조금은 직원이 “평소에 

받는 임금” 을 기준으로 

상정됩니다.  

적용 대상 보수에는 급여, 임금 및 

과세 대상 급여와 같은 기타 

보수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득세 의무에 따라 세입 징수처 

(Receiver Genenal)에 송금할 

금액을 보류하거나 공제해야 하는 

금액입니다다. 단, 퇴직금, 

스톡옵션 혜택 또는 법인 차량의 

개인적 사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당 최대 

보조금 

1,375달러 10,164달러 

고용주당 최대 

보조금 

25,000달러 무제한 

적격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 공제 자격이 

되는 사업체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공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고용주 

2020 년 3 월에 최소 15%의 매출 

감소와 다음 달에는 30%의 매출 

감소를 경험해야 합니다(적용 

기간 참조).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고용주들은 수익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차액 지불 필요? 네, 법안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고용주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구조 보조금은 기업이 CRA 에 

송금해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 

CRA 의 온라인 My Business 

Account 를 통해, 곧 시행될 예정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campaigns/covid-19-update/frequently-asked-questions-wage-subsidy-small-business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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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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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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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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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work-sharing/guide-applicant.html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work-sharing/temporary-measures-forestry-sector.html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services/work-sharing/app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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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Canada desk 에 신청서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DSC.WT.WS-

TP.ESDC@servicecanada.gc.ca) 

추가 정보를 원할경우 다음의 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1-800-367-5693 

(TTY: 1-855-881-9874). 
 

❖ 세금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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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는 향후 4주 동안 GST/HST 또는 소득세 감사를 하기위해 중∙소규모 사업체들과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CRA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을 위해, 납세자와 대리인들과의 

감사를 위한 연락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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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  

정부는 금융 시스템과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조정된 대책으로 

3월 16일 보험 담보 매입 프로그램 (Insured Mortgage Purchase Program, IMPP)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는 CMHC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의 보험 담보물을 매입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은행과 모기지 대출 기관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캐나다 소비자와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을 용이하게 

하며, 캐나다의 모기지 시장에 유동성을 더할 것입니다. 구매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차후 CMHC에 의해 대출 기관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IMPP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3일에 이미 발표된  많은 조치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CMHC는 필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더욱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캐나다 중앙 은행은 상황이 급변하는 현재의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기능과 

신용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 운영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중앙 은행도 무담보 대출 포트폴리오 (non-mortgage portfolio)를 제외한 상설 

유동성 시설 (Standing Liquidity Facility)에 적용되는 모든 범위의 담보를 포함하도록 

조건부 레포 기관 (repo facility)에 대한 적격 담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적격 담보권의 확대는 정기적인 민간 자금 조달의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 조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캐나다 중앙 은행은 또한 캐나다 저당 채권 (Canada Mortgage Bond, CMB) 시장에 

지원을 제공해 중요한 자금 시장이 계속해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2 차 시장에서의 채권 구매를 

mailto:EDSC.WT.WS-TP.ESDC@servicecanada.gc.ca
mailto:EDSC.WT.WS-TP.ESDC@servicecanada.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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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채권 환매 증가와 유사하게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예시 

(price discovery)를 지원할 것입니다.   

❖ 판매세 (Sales Tax)및 관세 (Custom Duty) 납부 연기 

정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체들의 GST와 HST 송금 및 관세 납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연기했습니다. GST와 HST는 캐나다와 각 단계의 공급망에서 판매 및 제공되는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조 및 판매 업체 (vendor)는 GST 및 HST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각각의 보고 기간에 

순매입세액 (net of income tax credit)을 송금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6백만 달러 이상인 제조 및 판매 업체는 매월 송금 및 신고를 해야하고, 

연간 매출액이 150만에서 6백만 달러인 제조 및 판매 업체는 분기별로 (또는 원하는 경우 

월별) 송금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제조 및 판매 업체는 1년에 한번씩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받은 GST 및 HST 금액은 일반적으로 제조 및 판매 업체의 보고 기간 후의 월말에 

지불해야 합니다. 월별 보고자를 예로 들면, 2월에 매출에서 받은 GST 및 HST는 3월 

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의무 사항들에 정보가 필요한 사업체들은 CRA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한해서는 2020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 월별 2020년 2월, 3월 그리고 4월 보고 기간에 받은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 분기별 보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받은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 GST 및 HST의 신고 및 분납이 2020년 3월, 4월 그리고 5월인 연간 보고자는 

지난 회계 연도에 받은 금액과 내야 할 금액 그리고 보고자의 현 회계 연도와 

관련한 분납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추가 업데이트:  

• CRA가 2020년 3월 18일 이후로 납세자들에게 요구했던 소득세를 위한 행정 

업무들은 2020년 6월 1일로 연기됩니다.  

• 신규 채무에 대한 징수 활동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며, 유연성있는 

지불 합의도 가능합니다.  

• 이 기간동안 은행과 고용주들은 현존하는 지불 요구사항 (requirement to pay, 

RTP)을 따르거나 송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입업자들을 위한 관세 (Custom Duty) 및 판매세 (Sales Tax) 납부 연기  
3월, 4월 그리고 5월 계정 명세서 (statement of account)를 위한 대금 마감일 (payment 

deadline)은 6월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기업별 수입품은 일반적으로 5%의 비율로 GST의 적용을 받으며, 제품 및 원산지별로 

적용되는 관세도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수입품들이 캐나다에 면세품으로 들어오는 반면, 

특히 소비재 (consumer goods)는 일부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특정 회계 및 지급 의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업체들은 캐나다 국경 

https://www.bankofcanada.ca/2020/03/expansion-bond-buyback-term-r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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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 (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 더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들을 위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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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sources-

entreprise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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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ope-impacts-covid-19-on-your-business.aspx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사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단계로, 사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추가 유동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금융 부문과 조율된 접근법을 발표했다. OSFI는 국내 중요 은행의 국내 

안정성 완충도 요건을 위험 가중 자산의 1.25%까지 낮췄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 대형 

은행의 대출 능력을 높이고 COVID-19와 관련한 붕괴 기간 동안 경제에 대한 신용 

공급을 지원할 것입니다. 완충도의 도입은 3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대출 능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6대 은행 (Bank of Montreal, CIBC, National Bank, RBC, Scotiabank, TD 

Bank)은 COVID-19로 인한 임금 지불 등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가 및 소규모 사업체등의 은행 고객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은행들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였으니, 사용 가능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은행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소규모 사업체들은 BDC 정보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COVID-19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BDC의 최신 정보들은 

여기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Support for entrepreneurs impacted by the 

coronavirus 

 

2020년 3월 18일부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fib-fcei.ca/en/tools-resources/covid-19-coronavirus-business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campaign-campagne/ressources-entreprises-COVID-19-business-resources.aspx?lang=eng
https://www.tradecommissioner.gc.ca/campaign-campagne/ressources-entreprises-COVID-19-business-resources.aspx?lang=eng
https://www.bdc.ca/en/pages/special-support.aspx?special-initiative=covid19
https://www.cfib-fcei.ca/en/tools-resources/covid-19-coronavirus-business
https://www.bdc.ca/en/articles-tools/entrepreneur-toolkit/webinars/pages/how-cope-impacts-covid-19-on-your-business.aspx
https://www.bdc.ca/en/articles-tools/entrepreneur-toolkit/webinars/pages/how-cope-impacts-covid-19-on-your-business.aspx
https://www.bdc.ca/en/pages/special-support.aspx?special-initiative=covid19
https://www.bdc.ca/en/pages/special-support.aspx?special-initiative=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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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최고 2백만 달러까지 유연성 있는 기한의 기업 

유동 자금 대출과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 총 BDC 대출약정이 100만 달러 이하인 기존 BDC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무상으로 상환 유예; 

• 신규 적격대출 금리 인하; 

• 업계별 지원을 포함한 비즈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 조치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 (향후 발표 예정). 

 

아직 BDC 고객이 아닌 기업도 BDC의 수신자 부담 전화로 전화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77-232-2269. 이미 BDC 고객인 경우 어카운트 매니저에게 

문의하십시오 

 

소규모 사업체들은 EDC 정보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EDC의 최신 사업체 지원 정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DC stands ready to 

support Canadian exporters impacted by COVID-19 | EDC 

 

모든 문의 사항은 EDC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1-800-229-0575 또는 이메일:  

tradeadvisor-conseiller@edc.ca. 

 

EDC나 BDC의 이율은 어떤가요? 

BDC는 정해진 이율이 없습니다. 이율은 각각의 사례와 관련된 위험성에 

기초해 정해집니다.  

EDC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이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에 대해 이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시기에는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BDC/EDC 정보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체들은 지원/추가 신용의 주요 정보를 위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 BDC는 24개월 미만의 사업체와 12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EDC – 자격 요건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COVID-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에게는 어떤 보상이 

가능한가요? 

특정 상황에 따라 행사 취소를 하는 회사들은 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보험회사, 금융기관과 정기적으로 연락해 왔으며, 금융기관들은 COVID-

19가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재무 장관의 발표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신용 대출은 단기적인 자금난에 빠져 있는 회사들을 돕기위함 입니다.  
 

만약 자신이 예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캐나다 문화 유산 

부서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 문화 유산 부서는 행사들이 취소되어도 예술, 문화, 스포츠 단체에 

보조금과 기부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 제공된 자금은 행사 준비를 위해 사용된 비용과 취소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기부금이나 보조금의 전체 액수 

https://www.edc.ca/en/campaign/coronavirus-covid-19.html
https://www.edc.ca/en/campaign/coronavirus-covid-19.html
mailto:tradeadvisor-conseiller@ed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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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예술가와 기술자의 손실 수입도 

포함됩니다.  

 

비영리/사회적 기업/자선 단체들은 어떤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금융 기관을 통해 캐나다 긴급 비지니스 어카운트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를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고 싶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정부는 수익 손실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해고를 막기 위해 자격이 되는 

소규모 고용주들에게 3 개월 동안 임시 급여 보조금 (temporary wage subsidy)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75%에 해당됩니다. 

사업체들은 직원들의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인해 

즉시적인 이익과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 고용주들은 비영리 

단체와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체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사업체들 및 자선 단체의 세금 납기일이 연장될 예정인가요? 

CRA는 모든 사업체들이 앞으로 내야하거나, 오늘 이후부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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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는 향후 4주 동안 GST/HST 또는 소득세 감사를 하기위해 중∙소규모사업체들과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CRA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을 위해, 납세자와 

대리인들과의 감사를 위한 연락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입니다.  

 

T3010 서류의 마감일이 2020 년 3 월 18 일에서 2020 년 12 월 31 일 사이인 자선 

단체들의 신고 마감일은 2020 년 12 월 31 일로 연기됐습니다.  
 

캐나다의 지역 개발 기관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만약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중∙소규모 사업체나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 기관 

(Reginal Development Agency, RDA)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COVID-19 의 영향을 

받는다면 지역 RDA 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역 RDA 사무실은 상황을 

검토하고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금 및/또는 유연성있는 약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사례별로 추가 지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관광업에 종사하거나, 중∙소규모 사업체나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경제 변동에 영향을 받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면, RDA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업 유지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 접촉. 

● 다른 연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찾는데 조언 및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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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어떻게 EI에 대해 알아볼 수 있나요? 누가 EI 혜택 자격이 있나요? 

아프거나, 격리중이거나 혹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지만 유급 

병가 (또는 이와 유사한 직장 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 EI의 질병 수당을 신청하는 격리된 개인에게 1주일의 대기 기간을 면제해 

줍니다. 이 임시 조치는 2020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EI의 질병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 사항을 면제해 

줍니다. 

 

직원들을 위한 정보: 

아프거나 격리된 상태이며 EI 질병 수당 신청을 완료했고 1 주일 대기 기간을 면제받고 

싶다면, 아래의 새로운 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이 회선에서는 어떠한 다른 

요청도 시행되지 않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서비스 캐나다는 질병 수당 신청이 

완료됐으며 COVID-19 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화: 1-833-381-2725 (수신자부담) 

Teletypewriter (TTY): 1-800-529-3742 
 

EI 자격이 없는 개인 사업가나 자영업자등은 어떻게 하나요?  

매달 2,000 달러씩 최대 4개월동안 제공하는 과세 혜택 도입: 

● COVID-19로 인해 일을 못하며 유급 휴가나 다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COVID-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되었거나 또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캐나다의 지역 개발 기관들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ACOA) 1-800-561-7862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Canada (WD) 1-888-338-WEST (9378) 
 
FedNor 1-877-333-6673 
 
Canadian 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CanNor) 1-855-897-2667 
 
FedDevOntario 1-866-593-5505 
 
Canadian Economic Development for Quebec Regions (CED) 1-866-385-6412 

서비스 캐나다 고용 계약 센터 (Employer Contact Centre) 

캐나다와 미국: 

● 수신자부담: 1-800-367-5693 

● TTY: 1-855-881-9874 

캐나다 외 및 미국: 506-546-7569 (콜렉트 콜 가능) 운영 시간: 

7:00 am to 8:00 pm, Eastern Time,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pply.html
https://www.canada.ca/en/atlantic-canada-opportunities.html
https://www.wd-deo.gc.ca/eng/home.asp
https://fednor.gc.ca/eic/site/fednor-fednor.nsf/eng/home
https://www.cannor.gc.ca/eng/1351104567432/1351104589057
https://www.feddevontario.gc.ca/eic/site/723.nsf/eng/home
https://dec.canada.ca/e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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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학교와 어린이집등의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해 집에 있거나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소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 

● 아직 고용되어 있지만 일이 부족하고 고용주가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요청해 소득이 없는 근로자.  

● EI 자격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은 보안된 웹사이트를 통해 4월 초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 응답 전화 서비스나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가게를 닫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COVID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든 캐나다인들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후 10일안에 매달 2,000불씩 수령 가능한 과세 혜택인 CERB를 

신청하십시오.  

● 보통 상태의 사업 활동이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가 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EI 근로 나눔 프로그램을 도입. 기간을 76주로 연장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  

 

세금 신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캐나다인들은 2020년 세금 시즌에 대해 4월 30일의 마감시한 대신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CRA에 제출하게 됩니다. 미불 잔액을 무이자로 갚는 기한도 7월 

31일로 연장됩니다. 

 
기업들도 이자나 벌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법인세를 내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마감일은 7월 31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이 연장되나요?  

CRA는 특정 신탁을 포함한 개인들의 2019년 세금 신고 마감일을 연기할 

것입니다:  

● 개인(신탁 제외)의 경우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기됩니다. 하지만 CRA는 GSTC 또는 캐나다 육아 보조금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2020-21혜택 연도의 자격이 적절히 

결정되도록 세금 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과세 연도가 2019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신탁의 경우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0년 5월 1일까지 연기됩니다. 

 

GST가 영향을 받나요?  

최근 6개월간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징수한 모든 GST 환불: 50만 명의 캐나다인, 즉 

노동력의 약 2.5%가 이번 주에 고용보험에 신청해 이전 기록을 깼습니다. GST를 

징수한 소규모 사업체들에 돌려줌으로써 고용주들은 임금을 포함한 즉각적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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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 유동을 갖게 될 것이고,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하거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변동하는 시장 상황과 많은 노인들의 퇴직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0 년에 

한해 등록 퇴직 소득 기금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RRIFs)에서의 

필요한 최소 인출 금액 (required minimum withdrawals)을 25%까지 낮출 것입니다. 

https://pm.gc.ca/en/news/news-releases/2020/03/18/prime-minister-

announces-more-support-workers-and-businesses-through 

 

 

 

전체적인 경제 대응 방안 – 비용 및 시행 
 

방안 2020-2021 

비용/영향 

시행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최대 4개월동안 매달 2,000달러 

• 신청 후 10 일안에 수령: 

•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4주마다 지급 
 

다음과 같은 캐나다인들에게 지급:  

• 실직자 

• COVID-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중이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 
• 학교와 어린이집등의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해 집에 있거나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소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 

• 14일 연속으로 소득이 없으며 고용 보험 (EI)를 받을 수 

없는 임금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 

 

지원금은 2020년 4월 6일 CRA의 내 계정 (My Account)를 통해 

신청 가능. 또한 자동 응답 전화 서비스나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240억 달러 4 월 6 일  

세금 환급 (GST Credit) 

• 성인은 최대 400 불, 부부 및 커플은 최대 600 불 

55억 달러 4 월 9 일 

강화된 육아 보조금 (Enhanced Canada Child Benefit) 

• 2019-20년 혜택 년도의 최대 연간 금액을 자녀당 300불 

증가 

19억 달러 5 월  

임시적 사업체 임금 보조금 (Temporary Business Wage Subsidy) 

• 자격이 되는 소규모 고용주들은 3 개월간 임금의 10%와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예정 

9억 7천 5백만 

달러 

즉시 

https://pm.gc.ca/en/news/news-releases/2020/03/18/prime-minister-announces-more-support-workers-and-businesses-through
https://pm.gc.ca/en/news/news-releases/2020/03/18/prime-minister-announces-more-support-workers-and-businesses-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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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비영리 단체와 자선 단체 

(charities)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 공제 자격이 있는 

법인도 가능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수익이 최소 30% 이상 감소했으며 자격이 되는 소규모 

고용주들은 3 개월간 임금의 75%와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예정 

•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비영리 단체와 자선 단체 

(charities)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 공제 자격이 있는 

법인도 가능 

710억 달러 추후 발표 예정 

캐나다 학자금 대출 (Canada Student Loan Payments) 

• 6 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 

1억 9천만 

달러 

4 월 초  

원주민 사회를 위한 지원 (Support for Indigenous Communities) 

• First Nations, Inuit, 그리고 Metis Nation 사회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분에 기반을 둔 

원주민 사회 지원 펀드 (Indigenous Community Support 

Fund) 

3억 5백만 

달러 

4 월   

노숙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Reaching Home 을 통해) 

• Reaching Home 계획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침대를 구입하고 사회적 거리를 넓히고 보호소의 과밀을 

줄이기 위한 시설 확보. 

1억 7천 5백 

5십만 달러 

4 월 

여성 보호소와 성폭력 센터를 위한 지원 (원주민 거주지 포함)  

• 폭력을 피해 나온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여성 

보호소와 성폭력 센터에 자금을 제공해 각 시설에서의 발병 

혹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 

5천만 달러 4 월 

노인들 (2019-2020), 아이들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 1,650만 달러 즉시 

등록 퇴직 소득 기금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최소 

인출 금액 인하 

• 2020 년에 한해 등록 퇴직 소득 기금, RRIF)에서의 필요한 

최소 인출 금액 (required minimum withdrawals)을 

25%까지 인하 

4억 9천 5백만 

달러 

즉시  

항공 운송 (Air Transportation) 부문을 위한 지원 3억 3천 

140만 달러 

즉시 

총액 – 직접 지원 조치 1,050억 달러 
 

기타 지원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을 위한 유동성 (9월까지 납세 유예) 

• 새로운 개인 세금 신고 마감일: 2020년 6월 1일 

• 모든 소득세는 2020년 9월까지 납부 

• GST/HST 송금 2020년 6월 30일로 연기 

• 수입업자들을 위한 관세 및 판매세 2020년 6월 30일로 

연기 

850억 달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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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가 2020년 3월 18일 이후로 납세자들에게 요구했던 

소득세를 위한 행정 업무들은 2020년 6월 1일로 연기 

• 신탁, 파트너쉽 그리고 NR4 정보의 경우 세금 신고 

마감일이 2020년 5월 1일까지 연기 

새로운 캐나다 긴급 비지니스 어카운트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 중∙소규모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에 최대 4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로 운영비 충당 지원 

250억 달러 즉시 

새로운 중∙소규모 사업 대출 및 보증 (Loan and guarantee)  

• ED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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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400억 달러 즉시 

BDC와 EDC를 통한 비지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100억 달러 

이상 

즉시 

농업 (Agricultural) 부문을 위한 신용 대출 및 유동성 (credit and 

liquidity) 지원 

52억 달러 즉시 

캐나다 중앙 은행, OSFI, CMHC등의 국영 금융기관 그리고 상업 

대출 기관들을 통한 신용 및 유동성 지원 (e.g., 국내 안정성 완충도 

(Domestic Stability Buffer), 보험 담보 매입 프로그램 (Insured 

Mortgage Purchase Program), 은행 인수  구매 시설 (Banker’s 

Acceptance Purchase Facility))  

5천억 달러 

규모 

즉시 

총액 – BCAP, 다른 신용 대출 및 유동성 지원 5천 700억 

달러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