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지 4 월 2 일: CERB & Wage subsidy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CERB
최고 16 주동안 주당 $500 씩 최고 $8,000 지급
캐나다에 거주하는 15 세 이상인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후 일을 중지했거나 또는 EI 신청이 가능한자,
2019 년 또는 등록 12 개월전에 적어도 $5,000 이상 누적 소득이 있는자 그리고,
2020 년도 3 월 15 일부터 후 4 주 기간중에 적어도 2 주 (consecutive)동안 수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신청기간에 수입이 없는자
원서 접수후 10 일내에 자동 수령가능- direct deposit set up 을 My account 를 통해서
받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4 월 6 일부터 개설된 CRA portal 을 My account 를 통해서 신청하며 생일에 따라
월요일 (6)일부터 목요일까지 나눠서 신청하십니다.
1~3 월달 생일: 6 일 월요일,
4~6 월달 생일: 7 일 화요일,
7~9 월달 생일: 8 일 수요일,
10 월~12 월 생일: 9 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전체 가능

Wage subsidy
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이 30% 줄었을경우 Gross payroll 75% 지원, 아닌경우에는 Gross
payroll 의 10% 지원

직원 급여의 75% 보조안:
75% 수령방법: CRA My Business account 를 통해서 접수 가능
개인 My account 를 오픈 하신분들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없이 대표자 director 의 account 로
기존의 id & password 사용하시면 됩니다.
Option 2- CRA Login 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e-services-businesses/businessaccount.html?utm_campaign=not-applicable&utm_medium=vanity-url&utm_source=canada-ca_mycra-business-account

최고 한도직원당 주 $847 (최고 주급 $1129 의
75% 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받던 급여의 75%중 둘중 적은 금액을 보조해줍니다.
이는 임의적으로 급여를 오히려 부풀려서 신청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고려해서 차단한것으로 생
각됩니다. 다만 가족 혈연이 아닌 정상적으로 새로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선 최고 주급 $847 까지
가능합니다.

Q: CERB 와 Wage Subsidy 중 오너 본인들은 어느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나요?
A: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 본인이나 가족이 자격 요건이 양쪽에 충족되거나 선택의 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혜택의 취지와 의도에 맞춰 준수하고 따라야 할것 입니다.
CERB 은 사업을 중지하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신청하시는것이고 현재 사업체를 제한
적으로 영업하시거나 중지했지만 다시 직원을 고용해서 영업을 건설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Wage Subsidy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의 제한성과 업무의 축소를 이유로 영업은 하지만 급여를 받던 가족 구성원중 일부가 근무를
못 할 경우에는 근무를 중단한 가족 구성원 (예: 아내, 자녀)은 CERB 를 신청하고 일은 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하는 본인과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Wage subsidy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CERB 룰 만들었고 대량 해고 및 사업자의 영업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Wage

subsidy 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주에 나오는 정부 혜택금액만을 단순 비교하여서 영업을 실제적으
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급여만 wage
subsidy 로 신청하신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Q: CERB 를 받다가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A: EI 신청자들의 의무사항과 동일하게 CERB 신청중 수입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보고
해서 신청금을 조정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후 무조건 16 주를 자동 수령하시는것이 아니라, 최고
16 주 지원금으로서 매주별로 $500 이 책정이 되고 본인의 소득 변화가 발생시 정부에
보고하셔서 지원금을 조정받으셔야 합니다.

Q: 직원들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일을 하지 않던 가족 구성원을 새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Wage subsidy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지불 조건에 의해서 wage subsidy 는 불가능합니다.

Q: EI 신청자들은 다시 CERB 를 신청해야 하나요?
A: EI 신청을 이미 하신분들이나 EI 금액이 CERB 보다 적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I 제도와 CERB 는 자동 연동 되어서 CERB 구제 기간에 CERB 혜택이
EI 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CERB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 website 를 참조하시고 조금더 구체적인 한국어 안내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실수 있을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gspsww1CTE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wage-subsidy.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