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에이블 - 캘리포니아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CalABLE; California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정보제공 및 이해관계자 세미나
2017 년 2 월 14 일 (화)
샌 가브리엘/포모나 리져널 센터(SG/PRC)와 인랜드 리져널 센터(IRC)가
공동으로 캘에이블 (CalABLE)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는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2017 년 2 월 14 일(화) 하루 동안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열립니다.
세미나는 아래의 주소에 위치한 포모나 리져널센터 (SG/PRC)에서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시간에 열립니다.

75 Rancho Camino Drive, Pomona, CA 91766
9 a.m. to 10:30 a.m.
11 a.m. to 12:30 p.m.
1:30 p.m. to 3 p.m.
3:30 p.m. to 5 p.m.
5:30 p.m. to 6:30 p.m.
참가 대상:
SG/PRC 와 IRC 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 서비스 제공자
(등록된 거주서비스, ILS, SLS 포함), SG/PRC 와 IRC 직원
별도의 등록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resources@sgprc.org 으로 보내시거나 (909) 620-7722 로 전화 주세요.

캘에이블 CalABLE 이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CalABLE)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Medi-Cal, SSI 또는 SSDI
같은 필수적인 공공혜택을 잃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으며, 매년 최고 $14,000(현재) 까지 그리고 총액
$100,000 까지 저금할 수 있는 세이빙 구좌를 열게 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요건
• 반드시 26 세 이전에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그리고
• 현재 SSI/SSDI 를 받고 있거나, 혹은
• 자체 인증: 공인된 의사로부터 정신건강이나 신체적 장애를 진단받고, 그 장애로 인해 분명하고
심각한 기능상의 제한이 최소 12 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ABLE 구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CalABLE 캘에이블 구좌에 있는 자금은, 장애와 관련이 있고, 건강, 자립 및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허가된 장애관련 지출 Qualified Disability Expenses” (QDEs)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교육, 주거비, 교통비, 직업교육 및 지원, 생활조력 과학 기술 및 연관 서비스, 개인
지원 서비스, 재정관리 서비스, 법관련 비용, 그리고 장례식 및 장례 비용 등이 장애관련 지출(QDEs)에
해당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 주세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ABLE 구좌를 개발하기 위해 미래의 예상 참여자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유일한 주입니다.

• 예상 수혜자를 위한 설문을 작성하고 공유해 주세요: www.surveymonkey.com/r/CalABLE
• 최신 정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California ABLE Act Board)
• 자동정보수신 신청이나 여러분의 지역에서 열리는 관계자 모임 등에 대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www.treasurer.ca.gov/able 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CalABLE
915 Capitol Mall, Room 101, Sacramento, CA 95814
Email: calable@treasurer.ca.gov │Website: www.treasurer.ca.gov/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