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재정지원
활기찬캘거리공동체(Vibrant Communities Calgary)와
모멘텀(Momentum)은 코로나사태와 관련,
캘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재정 지원을
안내하기 위해 이 정보지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지급되는 연방 정부의 캐나다긴급지원(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받으려면, CRA(Canada Revenue Agency) 온라인 계정 혹은 전화(1-800622-6232)로 신청하세요. 지원금 규모는 매달 2천 달러씩이고, 총 16주 혹은 4개월간 지급됩니다.
로베르타는 미용실에 고용된 미용사입니다. 그녀는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때문에 미용실에서
해고됐습니다. 로베르타는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혜택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로베르타는 긴급지원(Emergency Response Benefit:
ERB)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격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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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 에린은 최근 코로나사태로
자녀들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에린은
고용보험(EI)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신 긴급지원(ERB)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팀은 코로나 증상을 보여, 알버타헬스서비스(AHS)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일을 하고, 부업으로 우버(Uber)
운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EI)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알버타
주정부가 제공하는 긴급격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팀에게는, 연방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1천146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도 여전히 몸이 아프다면, 이어서 캐나다
긴급지원(CERB)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일반 고용보험(EI) 혜택 수령 가능
호르헤는 비영리단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 직장에서 630시간(주당 약
15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고용보험(EI)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호르헤는 일시적으로 해고돼,
고용보험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에게서 경력증명서를 받아 온라인 또는
전화(1-800-622-6232)로 신청 가능합니다. 호르헤는 주급의 55% 또는 주당 573달러 중에서, 액수가 더
적은 금액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격리지원
알버타 주정부는, 자가격리 조건에 해당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일을 못 하게 된 주민에게 한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아동 혹은 피부양자인 성인을 혼자
보살펴야 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연방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1천146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https://emergencyisolationsupport.alberta.ca/
위에 언급한 사례들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모멘텀 블로그를 방문해 그 밖의 재정 지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https://momentum.org/financial-supports-for-people-impacted-by-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