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학생을 위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ESB)
CESB는 최근에 졸업을 했거나 또는 현재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COVID-19으로 인
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은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ERB) 또는 실업급여 (EI)의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지원 자격
-

동일한 기간 동안 CERB 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령하지 않았음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록된 원주민 또는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람

-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학업을 하고 있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됨
o

학위, 졸업장 또는 수료증이 발급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최소 12주 이상
등록한 경우

o

2019년 12월 이후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o

2020년도에 고등학교 또는 그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할 예정이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정을 신청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됨
o

COVID-19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음

o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COVID-19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

o

현재 일하고 있으나 (자영업 포함) 해당 신청 4주의 기간동안 세액공제전
총소득이 $1,000 이하임

지원 금액
-

신청인이 CESB 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4 주 동안 $1250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거나 12 세 미만의 자녀가 1 명 이상이거나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750 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

각 신청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이 지정된 4 주 기간입니다.

-

지원금은 4주 단위로 지급되며 비고용 상황이 계속되면 4주 단위로 최대 16주까지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4회)

신청방법
-

2020 년 5 월 15 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o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o

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신청 (1-800-959-2019 / 1-800-959-2041)

o

온라인 서비스는 하루 21 시간(오전 6 시부터 익일 오전 3 시까지), 주 7 일
이용가능 단, 오전 3 시-오전 6 시는 정비를 위해 이용불가

신청 준비
신청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의 또는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의 계정이 필요
-

캐나다에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있으며, 국세청 또는 서비스 캐나다에 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CESB 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 년 또는 2019 년도 세금 보고를 했지만 국세청 또는 서비스 캐나다의 계정이
없는 경우 국세청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CRA My Account 또는 Service Canada account 두가지 모두 없고, 2018 년 또는
2019 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화로
CESB 를 신청해야 합니다. (1-800-959-2019 / 1-800-959-2041)
온라인으로

CESB 를 신청하고 싶다면 2018 년 또는 2019 년 세금 보고를 하고나서

NOA 를 수령 후, 국세청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 한 번도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다면 CESB 를 신청하기 전에 1-800-9598281 로 전화하여 본인의 SIN 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 수령액은 자동이체 또는 수표로 전달될 예정
자동 입금 계좌와 우편물 수령 주소가 CRA에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었습니까?

-

예: 자동이체 정보와 우편물 수령 주소가 최신 정보입니다.

o 수령액이 등록된 최신 정보에 따라 전달될 것입니다.
-

아니오: 자동이체 정보와 우편물 수령 주소의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o 국세청 계정에 접속하여 최근 정보로 업데이트하십시오.
o 금융기관에서도 국세청의 자동이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에게 가장 적절한 날을 선택하여 신청 (5 월 15 일부터 신청 가능)
출생 월

신청 요일

1월, 2월, 3월

월요일

4월, 5월, 6월

화요일

7월, 8월, 9월

수요일

10월, 11월, 12월

목요일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생월 무관하게 누구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CESB 재 신청
이후 신청기간에 대해 재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여전히 해당되어야 합니다.

o

COVID-19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됨

o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COVID-19로 인해

o

현재 일하고 있으나 (자영업 포함) 해당 신청 4주의 기간동안 세액공제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

총소득이 $1,000 이하임

신청후
-

신청인이 CERB 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4 주 동안 $1,250 또는 $2,000 (해당 경우) 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CERB 신청 후 자동 입금을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3 일 이내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수표로 수령하는 경우 약 10 일이 소요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CESB 를 반환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o

신청한 적격 기간 동안 일자리를 얻게 되고, 세액공제전 총소득이 $1,000 인
경우

-

o

CERB 를 신청했지만 추후에 자격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o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지원금 액수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CESB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반환 할 수 있습니다.

o CESB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동이체로 수령액이 입금되었을 경우
1. 온라인: CRA My Account
2. 온라인 뱅킹
- 해당 거래은행 사이트를 접속
- “Add a payee”를 “CRA (revenue) – tax instalment’로 추가
- SIN 번호를 CRA 계정으로 사용
3. 우편: 체크 또는 머니오더를 발행해 아래 주소지로 발송
- 수령인: “Receiver General for Canada”
- Social Insurance Number (SIN) 또는 Temporary Tax Number (TTN)을 기입

Revenue Processing -Repayment of CERB
Sudbury Tax Centre 1050 Notre Dame Avenue
Sudbury ON P3A 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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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ESB 지원금을 여전히 수표로 가지고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첨부해서

수표 반송
1. 체크 반송 사유
2. 반송인의 SIN 또는 TTN 정보

Revenue Processing - Repayment of CESB
Sudbury Tax Centre
1050 Notre Dame Avenue
Sudbury ON P3A 0C1

참고
CESB는 과세 소득이며, 내년 세금 신고서에 CERB 수령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0년에 대한 세금보
고를 위한 관련 자료(T4 등)는 국세청의 계정(My Account)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CESB에 대한 질문
-

일반적인 질문의 도움말 자동 응답을 원할 때
o

1-833-966-2099

o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9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