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영어 약자) 은 소득이나 자산(소유물)이 한정되어 있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과 신체장애인, 맹인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필요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이 특정 액수 이하인 경우, 또는 자신의 기록이나 현재, 과거, 
사망한 배우자의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sa.gov/pubs/EN-05-11000.pdf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하십시오. 

Social Security 연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SSI를 받는다고 해도 소득 기록에 기초해서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에 기반한 Social Security 연금 예상 금액은 myaccount.ssa.gov (영어로만 제공)의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혼, 사별한 상태라면 
배우자의 기록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sa.gov/pubs/EN-05-10035.pdf 에서, Social Security 유족 연금에 관한 내용은 
ssa.gov/pubs/EN-05-10084.pdf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장애인을 위한 Social Security 연금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장애 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sa.gov/pubs/EN-05-10029.pdf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자녀가 연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사람의 미성년 자녀도 부모의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자녀라 해도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역시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a.gov/pubs/EN-05-10085.pdf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하십시오.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자녀는 SSI를 받을 자격도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sa.gov/pubs/EN-05-10026.pdf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하십시오.

식품 구입비를 지원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영어 약자), 
이전에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제한된 사람들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SNAP은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주 기관은 지역 사무소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득 및 자산의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SNAP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sa.gov/pubs/EN-05-10101.pdf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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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타 혜택:
수입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정보

이 안내서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ocial Security 연금, 기타 프로그램과 자료 등 수급자와 
가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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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Medicare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65세 미만의 장애를 지닌 사람들, 나이에 관계없이 End-Stage Renal 
Disease (말기 신장 질환) (ESRD, 영어 약자) (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영구적인 신부전) 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65세에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평생 
Medicare 등록 지연 벌금을 매달 내지 않기 위해서는 Medicare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sa.gov/myaccount/assets/materials/medicare-ready.pdf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하십시오.

Medicare Savings Programs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Medicare Savings Programs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은 일부 주에서 제한된 수입과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거주하는 주에서 Medicare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디덕터블(최초 부담금), 코페이먼트
(환자 부담금), 코인슈어런스(본인 부담 비율)와 같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 의료 지원 사무소(Medicaid) 또는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주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 (SHIP, 영어 약자)로 연락해서 알아보십시오. 거주하는 주의 관련 기관 전화번호는 
Medicare.gov/talk-to-someone (영어로만 제공)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Medicare 처방약 비용 추가 지원
자격이 된다면 Medicare 처방약 보장(파트 D) 디덕터블, 보험료, 코페이먼트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은 Medicare 처방약 보장이 있으나 소득과 자산이 제한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sa.gov/extrahelp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하십시오.

Medicaid
Medicaid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내어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어른과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의료 보험입니다. SSI를 받는다면, Medicaid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Medicaid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ssa.gov/disabilityresearch/wi/medicaid.htm (영어로만 제공) 을 
참고하십시오. Medicaid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Medicaid.gov (영어로만 제공) 에서 알아보십시오.

혜택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국)은 혜택 옵션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Benefits 
Eligibility Screening Tool (혜택 자격 심사도구) (BEST, 영어 약자)8 는 본인의 현재 상황에 제일 잘 맞는 
잠재적 혜택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ssabest.benefits.gov (영어로만 제공)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여정에는
Social Security가 동행합니다. 개인 맞춤 정보는 myaccount.ssa.gov (영어만 제공) 에서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명세서) 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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