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취업이 귀하의 혜택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되십니까?
생활보조금(SSI) 및/또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근로 장려 및 고용 지원이 취업 및 재정적 자립에 이르는 과도기에 귀하의
재정과 의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제대로 알아봅시다!
잘못 알려진 사실:

사실:

 취업하게 되면, 현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고용 지원이 너무 일찍 현금 혜택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줍니다.

 취업하게 되면, Medi-Cal 또는
Medicare 를 잃게 됩니다.

 장애 근로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Medi-Cal 및 Medicar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하고 장애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게 되면, 기존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를 중단하게 되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혜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귀하의 올해(2015) 최대 가능 수입은 $59,892 이고 Medi-Cal 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Medi-Cal 장애 근로자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취업 후에도 계속 Medicare 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의료 보험과 함께 Medi-Cal 및/또는 Medicare 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으십니까? 귀하의 카운슬러 또는 지역 근로 장려 계획 및 지원(WIPA)
프로젝트에 혜택 계획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Ticket to Work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려면 귀하의 카운슬러에게 Ticket
to Work 프로그램 DOR 수혜자 자료표를 요청하십시오.

재정 자립 과정 지원!
“취업하면 현금 혜택을 잃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사실, 사회보장국은 귀하께서 혜택의 조기 상실 없이
취업과 자활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을 돕기 위해 설계된고용 지원 및 근로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SI 고용 지원 및 취업 장려금:
 일반 및 근로 소득 공제
 장애 관련 업무 경비(IRWEs)
 시각 장애 근로 경비(BWEs)
 자활 달성 계획(PASS)
 학생 근로 소득 공제(SEIE)
 Medi-Cal 1619B
SSDI 고용 지원 및 근로 장려:
 시험 근로 기간(TWP)
 적격 기간 연장(EPE)
 유예기간
 장애 관련 업무 경비(IRWEs)
 보조금 및 특수 요건
 실패한 근로 시도(UWA)
 평균
 장애 근로자를 위한 Medicare
 Medicare 지속
SSI 와 SSDI 모두를 위한 고용 지원 및 근로 장려:
 섹션 301: VR 또는 유사 프로그램하의 지불 지속
 복귀 촉진(EXR)
 Ticket to Work(TTW)
 근로 장애인 Medi-Cal 프로그램
이러한 고용 지원 및 근로 장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아보려면 다음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Disability Benefits 101 (www.DisabilityBenefits101.org)
Ticket to Work (www.ChooseWork.net)
The Red Book (www.SSA.gov/redbook)
이러한 근로 장려금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다음의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링크:
Talent Knows No Limits (TalentKnowsNoLimits.com/webinar.html)
C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Section (2015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