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ABLE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재정적 안정을 드립니다.
주 재무국장 John Chiang

CalABLE이란?
CalABLE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SSI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
보조금을 계속 받으면서 연간
최고 $14,000까지, 그리고
CalABLE
총액으로는 $100,000까지 저축할
수 있는 예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계좌에서의 수입의 경우, 해당 수입을 허가된 지출
에 사용하는 한, 연방소득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alABLE은 2016년 7월 1일에 운용을
시작했으며,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ABLE 계좌 개설을 위한 자격 요건
26 세 이전에 장애를 갖게 된 개인으로,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킬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보조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사회보장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과
같이, 장애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자격이되는 경우
• 의사가 서명한 진단서 사본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CalABLE 계좌의 혜택
ABLE 위원회 에서 검토 중인
특징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로부터
정기적인
공제를 통한
자동 출금 기능
• 
친구 및 가족에게
계좌로 곧장
도움을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기능
• 
온라인 또는
수표로 예치
• 
다양한 투자
옵션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 참조 : www.treasurer.ca.gov/able

CalABLE 프로그램 추진 일정
2013
2013년 이전에는 공공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향후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게 되면 SSI와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부 지원이 끊길 우려가 있었음. 또한,
어떠한 자산이든 불리하게 작용했음

2014
Barack Obama 대통령이 ABLE 법 (Stephen Beck, Jr.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ct)을 승인

2015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주 내에서의 ABLE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법안 SB 324 (Fran Pavley)와 AB 449 (Jacqui
Irwin)를 통과시켰으며, John Chiang 주 재무국장 또한
이를 지지

2016년 7월 1일
CalABLE 운용 시작

도움 주실 방법
✔ 
장애인 및 그들의
가족과 함께
협력하고 봉사 활동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기관, 민간
및 비영리 단체의
식별
✔ 
주 법률, 규정 및 공공
혜택 등록 또는 자격
확인 절차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변경 및/또는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나
항목 찾기

2017
CalABLE이 사업 개시 예정

문의처

소셜 미디어 연결:

CalABL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alable@treasurer.ca.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916-653-1728로 문의하십시오.

Facebook.com/CalABLE
@CalABLE_Board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 참조 : www.treasurer.ca.gov/able

주 재무국장 John Chi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