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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 Support for Canadians and 
Businesses 
 

COVID-19 사태로 2020 년 3 월 18 일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Fiscal Relief 관련하여,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정부 발표 기사 

등에서 발췌한 것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2019 년 개인소득세 보고 기간 연장 및 납부 기한 연장 

구분  현재 기한 연장된 기한 

2019 년 개인 

소득세 보고  

개인 2020 년 4 월 30 일 2020 년 6 월 1 일 

개인사업자 2020 년 6 월 15 일 변동 없음 

2019 년 개인 

세금 납부 

2019 년 소득세 2020 년 4 월 30 일 2020 년 8 월 31 일 

미납세금(*)/선납세금 2020 년 4 월 15 일(선납) 2020 년 8 월 31 일 

(*) 미납세금은 2020 년 3 월 18 일 이후 2020 년 9 월 이전 발생분.  동기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및 페날티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세 납부 및 선납에 대해서는 2020 년 8 월 31 일 까지 기한을 연장함 [단, 법인소득세 보고 

기한은 변경 없음]. 동 기간에 대하여 연체 이자나 페날티도 부과하지 않음.  BC 주에서도 

간접세 (예, PST, EHT, Tobacco tax, Carbon Tax, Motor Fuel Tax) 납부 기한을 2020 년 9 월 30 일 

까지 연장. 
 

(2) 법인세 납부에 대한 구제 (Tax payment Relief) 

2020 년  3 월 18 일 이후(3 월  18 일 포함)부터 2020 년 9 월 이전 발생한 법인세 미납분이나 

선납 (Instalment)에 대해서도 동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나 페날티를 부과하지 않음. 
 

그러나, GST 납부나 Payroll Remittance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망 
 

(3) 소규모 사업자 (Small Business)를 위한 임시 급여 보조 (Temporary Wage Subsidy) [별첨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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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COVID-19 사태로 인한 직원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계속해서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 

대상:   Small Business Deduction 이 적용되는 법인, 자선단체 등 

보조의 내용: 

a) 2020 년 3 월 18 일부터 2020 년 6 월 20 일까지 급여 지급액의 10% 까지 보조 

b) 각 직원 당 보조금은 최대 $1,375  

c) 고용주  당 보조금은 최대 $25,000 

보조금 지급 방법:  고용주가 납부하는 Payroll Remittance 에서 차감(Payroll remittance 중 

Income Tax 에서 차감. CPP 나 EI 에서 차감하면 안 됨) 

-. 보조금이 직원들의 원천징수 소득세 차감액 보다 많을 경우 2020 년 6 월 20 일 이후의 

원천징수 소득세 에서 차감 가능 

-.임시고용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계산 근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것 (총 

임금, 직원 수, 원천징수 소득세, 등) 

 
 

(4) 기타 조치 

(a) Work-sharing program (시간할당제) 확대 – COVID-19 으로 사업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경우 Work-sharing program 의 기간을 현재의 38 주에서 76 주로 연장 (Work-sharing 

agreement 가 필요함).  [별첨 2 참조]. 상세한 내용은 Service Canada 의 work-sharing 을 

참조 바람 

(b) 개인 세금 보고(T-183)에 한시적으로 전자 서명 허용 

(c) 캐나다 주택공사 (The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및 기타 모게지 

보험회사는 모게지에 대해서 최장 6 개월 지급 연장 (Deferral)하는 방안을 마련중.  

자동차 할부 및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  이 조치는 각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비록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도 납부 

기간까지 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될 수 있음. 

(d) GST Credit 을 받는 개인 소득자는 2020 년 5 월 한번의 특별금 (개인 최대 $400, 부부 

최대 $600) 지급 – 법안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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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anada Child Benefit (CCB) 수령자는 2019-2020 년 benefit 에 대하여 자녀 당 년 $300 

추가 지급 – 법안 국회 계류중 

(f) Canada Student Loan 에 대하여 향후 6 개월 간 이자 지급의 유예 – 법안 국회 계류중  

 
 

 

(5) COVID-19 사태로 자가 격리, 사업장 폐쇄, 임시해고에 따른 실업보험 (EI) 신청 [별첨 1 참조]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가 있을 경우, 직원들은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EI 신청을 위하여 ROE 를 발급(*)해야 합니다. 
 

(*) ROE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이름. 주소, SIN 번호, 처음 고용일자, 마지막 고용일자, 

EI 신청에 필요한 근무시간 및 총 급여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ROE 발급 서비스를 

위해 회계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 자가 격리 (Quarantine): 자가 격리란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의사의 요청이나 COVID-19 증세 또는 2 주 격리 (self-isolated)로 

인하여 일할 수 없을 경우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EI Sickness Benefit).  이 경우 1 주일의 거치 

기간이 필요 없이 신청 후 첫주 부터 지급됩니다.   단, 과거 12 개월 중 (혹은 고용 시작부터) 

최소 근무시간이 600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EI Sickness Benefits 은 최대 

15 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주가 ROE 를 발행할 때에는 ROE 발행 사유를  “MEDICAL LEAVE”로 표기합니다.  EI 

수령자는 변경사항 (예, 자가 격리가 끝나거나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을 보고 해야 함. 

(b) 사업장 폐쇄 및 임시 폐쇄로 인한 해고: 해고 된 직원은 EI 신청이 가능합니다 (EI Regular 

Benefit).  단, 지역에 따라 과거 12 개월 중 최소 근무시간 (예, Vancouver 지역의 경우 700 

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EI Regular Benefit 은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 14 주 부터 재고용이 될 때 (최대 36 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해고 직원에게 해고 통보 (e-mail 로 가능)를 해야 하고, ROE 를 발행할 때에는 ROE 

발행 사유를  “LAY-OFF”로 표기합니다.   위의 자가 격리 중 직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합니다. 
 

(c) Emergency Care Benefit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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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때문에 자가 격리(Quarantined) 또는 증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중 EI Sickness Benefit 신청이 안되는 근로자 (자영업자 포함) 

- COVID-19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중 EI Sickness Benefit 

신청이 안되는 근로자 (자영업자 포함) 

- 학교가 문을 닫음에 따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 (EI Benefit 

신청 자격과 무관함) 

Benefit 금액: 2 주당 최대 $900 을 최장 15 주 지급 

신청 방법: 2020 년 4 월 부터 on-line 으로 신청이 가능하며(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임), 매 

2 주 단위로 자격에 대해서 재신청(re-attest) 절차가 필요함 
 

(d) 해당 직원들의  EI 신청 

해당 직원들의  EI 신청은 On-line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Service Canada Web-site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COVID EI Hotline (1-833-381-2725)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I Sickness Benefit: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pply.html 
 

EI Regular Benefit: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apply.html 
 

(e) LMIA 에 의해 고용한 외국인 직원의 해고 

현재, COVID-19 사태로 해당 직원들의 해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Service Canada 의 담당자나 이주공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pply.html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app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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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와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하여 

상황별로 구분해 본 것으로 자세한 내용과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내문과 여러 가지 Source 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임시 해고 하는 경우 

- 고용주는 임시 해고에 대해 서면 (e-mail 가능) 통보해야함 

- 고용주는 해고 직원의 ROE 를 발급해야 함; 자가격리, 증상 및 가족 돌봄의 경우-EI 

Sickness Benefit 신청-는 “D”-Illness or injury 로 표시(별도  comment  기입 불필요),  

사업장 폐쇄 및 임시 폐쇄로 인한 해고의 경우-EI Regular Benefit 신청-는 “A”- Shortage 

of Work 로 표기 (별도 comment 기입 불필요) 

- 해당 직원은 Service Canada 에 직접 EI Application 을 신청해야 함 
- EI Sickness Benefit 

- EI Sickness Benefit 은 과거 12 개월 중 (혹은 고용 시작부터) 최소 근무시간이 600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EI Sickness Benefit 은 최장 15 주 까지 지급되며, 

insurable earning 의 55% (최대 주당 $573) 까지 지급됩니다. 
- EI Regular Benefit 

- EI Regular Benefit 은 과거 12 개월 중 (혹은 고용 시작부터) 지역에 따라 최소 근무시간 

(예, 벤쿠버 지역은 700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만 해당됩니다.  EI Regular Benefit 은 

지역에 따라 최소 14 주 부터 최장 45 주 까지 (예, 벤쿠버 지역은 14 주에서 36 주까지) 

지급되며, insurable earning 의 55% (최대 주당 $573) 까지 지급됩니다. 
- Emergency Care Benefit 

- 임시 해고 되었지만 위의 EI Sickness Benefit 이나 EI Regular Benefit 신청 자격이 안되는 

근로자는 정부의 Emergency Care Benefit 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Benefit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자격에 대해 정부에 문의 바람 – 4 월 이후 신청 

가능) 
- Emergency Support Benefit 

- COVID-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중 EI 신청이 

안되는 근로자를 위해 new Emergency Support Benefit 을 지급함.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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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 

- BC 주에서도 연방정부의 EI Benefit, Emergency Care Benefit, Emergency Support 

Benefit 을 수령하는 BC 주 근로자는 일회 $1,000 의 BC Emergency benefit 을 지급함.  

신청은 4 월 중 제출하며, 2020 년 5 월 지급함.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 고용주가 계속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 Temporary Wage 

Subsidy 나 Work-sharing program 신청이 가능함 
- Temporary wage Subsidy 

- 고용주가 small business deduction 적용 대상인 법인이나 자선단체의 경우는, 

2020 년 3 월 18 일 부터 2020 년 6 월 20 일 까지 지급하는 급여의 최대 10%에 대해서 

subsidy 를 받을 수 있음.  단, 직원 개인당 최대 $1,375 까지 이며, 고용주 당 최대 

$25,000 까지 입니다.  Subsidy 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Tax 부분에서 차감합니다 

(CPP, EI 에서 차감하면 안됨). 

- 고용주는 Temporary wage subsidy 계산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Work-Sharing Program 

- 고용주와 참여하는 직원 및 Service Canada 의 3 자 계약.  참여직원의 근무시간을 

균둥하게 줄일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60%), 참여 직원의 근로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 (EI Benefit 은 최소 6 주 부터 최대 76 주 까지 지급) 

- 고용주는 Work-sharing application 을 제출해야 함.  또, 참여 직원에 대하여 ROE 를 발급 

(ROE 발급 이유는 “H”-Work Sharing”)해야 함.  매주 Weekly Utilization Report 를 

제출해야 함. 

- 고용주의 자격과 참여 직원의 자격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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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 비지니스에 영향을 받는 고용주를 위한 여러가지 안내 중 WORK-SHARING 

PROGRAM 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한 것입니다. 
 

목적:  비지니스에 영향을 받은 고용주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비지니스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 까지 참여하는 직원들의 고용 시간을 줄이는 제도임. 참여하는 직원들은 줄어든 고용 

시간에 대하여 실업보험 (Employment Insurance)을 받을 수 있음. 
 

고용주의 자격: 

- 최소 2 년간 영업을 한 고용주 

- 비지니스가 COVID-19 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으로 최소 10% 이상 하락하였음을 보여야 

함 (과거 6 개월 내에 10% 이상 매출이나 생산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야 함, 신청월 

이전의 24 개월 매출.생산 자료 제출) 

- 고용 시간이 줄어든 것이 한시적이며, 주기적이거나 되풀이 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 Program 이 끝날 때 까지 정상적인 고용 시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 recovery Plan 을 

제시해야 함 

- COVID-19 로 인하여 WS 신청시, March 15, 2020 to March 14, 2021 사이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하는 직원의 자격: 

- 주요 직원 (년간 Full-time 또는 Part-time 직원으로 정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EI Benefit 신청이 가능한 직원 

- 정상 업무 시간의 단축에 동의한 직원 

- 계약직 직원도 계절적으로 고용되지 않았고 과거 12 개월 동안 Full-time 또는 Part-time 

직원처럼 고용 시간을 유지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시즌에만 고용되었거나, co-op 

student 로 고용된 직원은 해당사항 없음) 

- 최소 2 명 이상 직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직원 및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직원은 제외함 
Work-Sharing Unit: 

- Work-Sharing Unit 이란 Work-Sharing program 에 참여하는 직원을 칭함. 

-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며 균일하게 고용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직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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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or Management 등 Recovery Plan 에 필요한 직원이나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포함 안됨 

-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균일하게 고용 시간이 배분되어야 함 

줄어드는 고용시간: 

- 하나의 Work-sharing(WS) unit 에 속한 모든 직원이, 동일한 percentage 로 축소한 

업무시간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WS program 을 지원하는 WS unit 에 속한 직원이, EI benefit 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 비율로 업무시간 축소가 이루어져야 함.  

- Work-Sharing 기간 동안 고용 시간이 평균 최소 10%에서 최대 60% 줄어드는 것을 

표시해야 함 
 

Work-Sharing Agreement 의 기한: 

- 최소 6 주 부터 최대 76 주 까지 가능 (처음에 76 주 미만을 신청한 경우 최대 12 주 연장 

가능) 

신청서류: 

- Work-Sharing application (ESDC-EMP5100, 연장시에는 ESDC-EMP5103) 

- Work-Sharing 참여 직원 명단 – Work-Sharing Unit (ESDC-EMP5101) 

- Work-Sharing 참여 직원들의 ROE (ROE reason- “H” Work-Sharing, Last Day to work – work-

sharing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 
- Recovery Plan (ESDC-EMP5105) 

- WS program 지원하기 직전월부터 과거 2 년간 월별매출자료 

Work-Sharing 기간 중 고용주가 할일: 

- 매 주 Weekly Utilization Report 제출 – 참여 직원별 정상 근무 시간, 실제 일한 시간, 등 

- 고용주는 참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던 각종 benefit (Health/Dental benefit, Pension benefit, 

Vacation 등)은 계속해서 제공해야 함. 

- Work-Sharing 참여 직원을 기간 중에 Lay-off 하거나 비지니스가 예상한 것 처럼 

회복되지 못해서 Lay-off 되는 경우 해당 직원의 EI Regular benefit 신청을 위하여 ROE 를 

발급해야 함. 

- WS program 을 지원한 WS unit 에 속하는 직원의 추가고용은 불가능하나, 기존 직원의 

이직으로 인하여 대체직원을 고용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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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와 직원들을 위한 CERB 제도에 대한 요약이며, 

업데이트 되는 내용과 조치에 대해서 추후 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적:   

캐나다 정부는 COVID-19 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국민과 경제를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사업주들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함. 
 

대상: 

•  COVID-19 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근로자. 

•  직장을 잃거나, 아프거나, 자가 격리되거나, COVID-19 증상으로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자. 

• 학교 또는 데이케어가 문을 닫음에 따라 자녀들을 돌봐야 하거나, 아픈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wage 

earners), contract workers (계약직 근로자들) 및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 

• 고용은 유지되지만 COVID-19 로 인한 근로 여건의 변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 
 

CERB 의 지원 내용:  

• 월 $2,000 을 최장 4 개월까지 지급. 

• 최근 발표한 Emergency Care Benefit  과 Emergency Support Benefit 를 결합한 지원책에 해당 
 

고용보험시스템(EI system)과의 차이: 

EI system 은 지난 주에 발생한 것과 같이 급격한 신청건수의 증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CERB 는 고용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모든 자에게 적시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함. 
 
 
 
 
 



 

Government introduces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CERB) to help workers and businesses 

2 | P a g e  
 

 

고용보험 혜택(EI regular and sickness benefit)의 수령자: 

• 2020 년 3 월 25 일자에 EI regular and sickness benefit 를 수령하고 있는 자들은 EI benefit 을 

계속 수령하면 되며, CERB 의 신청은 불가. 

• EI benefit 의 수령이 2020 년 10 월 3 일 이전에 종료되고, COVID-19 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때는 CERB 신청 가능. 

• EI 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류가 처리되지 않은 자들은 재신청 불필요. 

• CERB 가 지원하는 16 주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실업이 지속되고, EI regular and sickness 

benefit 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정규 EI benefit 을 신청할 수 있음.  
 
 

 CERB 신청을 위한 접수 창구: 

 4 월 초순에 이용 가능. 
 

CERB 의 수령: 

• 신청 후 10 일 이내에 수령 가능. 

• 매 4 주마다 수령. 

• 대상 기간은 2020 년 3 월 15 일부터 2020 년 10 월 3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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