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보호 및 옹호 시스템

타이틀 XVI-SSI 에 의거한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6 년 3 월 자료. #5523.03
내가 취업을 하면, SSI 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은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받고 있는데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자주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취업을 위한 귀하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에 의해, 귀하는 취업을 하여 자리를 잡을
때까지 SSI 와 메디컬(MediCal) 혜택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한 SSI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SSA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SSI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

가산 소득: SSI 를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면, SSA 는 귀하의 가산 소득(CI,
Countable Income)을 산정해야 합니다. CI 란 SSI 지급에 근거가 되는
귀하의 월 단위 총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의 SSI 지급액은 가산
소득액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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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소득 계산하기: 귀하의 소득이 얼마나 될 때 SSI 지급액이 줄어드는
가를 계산할 때, SSA 는 귀하의 총 소득에서 특정 공제 항목 및 공제 지출을
제외한 가산 소득 (CI)을 계산합니다. 이에 해당 되는 지출 및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소득 공제(GIE, General Income Exclusion) – 모든 소득에서
GIE $20 을 제합니다; 근로 또는 비 근로 소득 모두 해당.
- 근로 소득 공제 (EIE, Earned Income Exclusion) – 근로 소득에
한해서 EIE $65 을 제합니다.
- 50 퍼센트 (50%)를 제합니다; SSA 는 귀하의 소득 $2.00 에 대해서,
SSI $1.00 를 감축하므로, 위의 남은 총액에서 50%를 제해야

합니다.
- 장애 관련 근로 지출 (IRWE, Impairment Related Work Expense)
은 귀하의 장애와 관련된 지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귀하의 돈을 지출하고 환급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학생 근로 소득 공제 (SEIE, Student Earned Income Exclusion)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근로를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이때 해당 학생은 22 세 이하여야 하며, 학교나 집에서
교육 과정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의 근로 지출 (BWE, Blind Work Expense)이란 SSI 를
받는 시각장애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BWE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부양 성취 계획 (PASS, Plan for Achieving Self Support)은
SSI 를 받는 사람이 특정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자원의 일부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 자기 부양에 필요한 자원 (PESS, Property Essential for Self
Support)이란 자영업 또는 독립 계약 업자가 소유한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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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자원은 SSI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CI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SI 지급액 계산하기: 귀하가 SSI 금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SSA 는 귀하의 SSI 지급액에서 귀하의 가산 소득 (CI)를 제하여
새로운 SSI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귀하의 SSI 지급액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지급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귀하의 SSI 지급액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방정부 혜택 비율(FBR, Federal Benefit Rate) – FBR 은 SSI
혜택에서 연방 정부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16 년에
$733.00).
- 주 보조 프로그램(SSP, State Supplement Program) – SSP 는 SSI
혜택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재
비 중증 시각장애인 $156.40/중증 시각장애인 $211.40).

예제: 귀하가 직장에서 매월 받는 급여의 총액이 $1,000.00 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는 이에 더하여 $889.40 (장애) 또는 $944.40 (중증 시각장애)의 SSI
지급액을 받게 되며, SSI 에 따르는 메디컬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 기본적인 가산 소득 공식을 이용해서 가산 소득과 SSI 지급액
계산하는 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의 예제에는 IRWE, BWE, SEIE 와
같은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 소득 계산
총 소득

$1,000.00 세금 공제 전

일반 소득 공제 – GIE

$-20.00

잔액

$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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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공제 – EIE

$-65.00

잔액

$915.00

50% 공제 (2 로 나눔)

$457.50

총 가산 소득

$457.50

SSI 지급액 계산

2016 연방 혜택 비율 – FBR
2016 캘리포니아 주 보조 프로그램 - SSP
총 SSI 지원금
가산 소득 제외 (위에서)
SSI 지급액

Non-Blind
$733.00

Blind
$733.00

+$156.40 +$211.40
$889.40

$944.40

-$457.50

-$457.50

$431.90

$486.90

** 총 가산 소득(TCI)이 0 이거나 마이너스 숫자인 경우, 귀하는 해당
월에 SSI 지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총 소득은 $1,431.90 ($1000 급여 + $431.90 SSI) 또는 $1486.90
($1000 급여 + $486.90 SSI)가 됩니다. 또한, SSI 에 따르는 메디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컬 혜택: SSI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메디컬 서비스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SSI 에 따르는 메디컬 - SSA 법규에 의거하여, 귀하는 SSI 지급액
$1.00 를 받을 때마다, 메디컬의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메디컬 제 1619b 조 – 사회보장법 (법) 제 1619b 조는 귀하가 단지
근로소득으로 인해 SSI 현급 지급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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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한계점”은 2015 년 기준,
$37,805 입니다. 귀하는 개인의 의료 지출에 근거하여 주 메디컬
담당 기관과 소득 한계액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250% 캘리포니아 근로 장애인 프로그램(CWD, California Working
Disabled Program) (250% CWD 프로그램)- 250% CWD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 “바이-인” 프로그램으로,
귀하로 하여금 주 정부의 메디컬 시스템을 통해 메디컬의 전체
혜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연방 빈곤 수준(A&DFPL, Aged,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메디컬 – A&DFPL 프로그램은 소득 및
자산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메디컬 전체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도 장애가 있으므로 A&DFPL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극빈자 메디컬 프로그램(Medically Needy MediCal program)
– 의료 극빈자 프로그램은 소득에 근거하여 개인이 월 단위 공동
지불금 또는 “비용 분담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메디컬
프로그램입니다.
긴급 복원: 근로 티켓 (Ticket to Work) 프로그램의 긴급 복원 (EXR,
Expedited Reinstatement) 규정은 귀하의 혜택이 좀 더 수월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귀하가 신규신청을 하지 않고
지난 12 개월 이상 연속으로 SSI 혜택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귀하의
SSI 혜택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긴급 복원 규정에 따라, 귀하가 SSI 지급액을 받을 자격요건이 안되도록
하는 소득이 더이상은 없음을 SSA 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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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혜택은 대략 3 주에서
6 주 사이에 복원될 수 있습니다.
SSA 고용 지원/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시거나,
SSA 의 출판 자료인 고용 지원 레드북 (Redbook on Employment
Supports)을 받아 보십시오. 또한 지역 SSA 나 근로 인센티브 기획 및 지원
프로젝트의 근로 인센티브 담당자에게 연락 하셔도 됩니다. 또한 사회보장
수급자를 위한 보호 및 옹호(PABSS, Protection and Adv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800-776-5746)로 연락하시거나,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웹사이트 (www.disabilityrightsca.org)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SSA 는 다음의 출판 자료의 기술적인 정확성에 한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공식적인 SSA 문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재정지원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단체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