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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을 위한 재정 지원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까? 
재정적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포괄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 옵션을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
thearcofnova.org/programs/transition 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지속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 보장국은 (Social Security)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월별 현금 
급여를 제공합니다.  장애로 인해 매달 “실질적인 이익 활동”을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하지 못하
는 성인 (18 세 이상)은 자격이 있습니다.  2020 년에 실질적인 이익 활동은 월 $1260 이 해당합니다.  장애인
의 소득과 자산은 자격을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Special Needs Trust 또는 ABLE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정에 보유하지 않는 한 자산은 총 $20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
면 Social Security (1-800-772-1213)에 전화하여 약속 시간을 예약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장애아가 18 세 미만인 경우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합니다. 가족의 소득 한도가 자격 기준 미만인지 
알아 보려면 이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sa.gov/ssi/text-child-ussi.htm. 자격이 되면 Social 
Security (1-800-772-1213)에 전화하여 약속 시간을 예약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for the child with a disability) 신청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예전 푸드 스탬프라고 
함), 에너지 지원 (전기 또는 개스)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직접적이거나 유연하게 제공합니다. 온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18 세가 된 장애인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소득 수
준이 낮으면 이 프로그램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받을 수있는 혜택 항목은: https://
www.benefitscheckup.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혜택은 Common Help 웹 사이트 
https://commonhelp.virginia.gov/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자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일회성 또는 간헐적 자금 조달을 위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Medicaid Waiver Wait List 있는 
경우, 위탁 시간, 전문 캠프, 및 의료 장비들을 충족하기 위해 회계 연도 당 최대 $1000 까지 Individual and 
Family Supports Program (IFSP)을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dbhds.virginia.gov/individuals-
and-families/developmental-disabilities/community-support-services 를 방문하여 신청 및 마감일
에 대한 정보를 받으십시요. 


The Autism Society of Northern Virginia는 자폐증 스펙트럼에 있는 개인에게 1 년에 두 번 미니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보조금은 자폐증과 관련된 서비스에 지출 된 자금의 일부 (연간 최대 $1000)를 가족에게 상환
합니다.  신청은 5 월과 11 월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asnv.org/ 를 방문하십시오.


최근 몇 년간 The Arc of Northern Virginia는 LEAP 보조금을 제공하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일회성 필
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ww.thearcofnova.org 를 방문해 e- 뉴스 레터에 등록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으십시요.

 

Down Syndrome Association of Northern Virginia는 매년 한 번씩 다운 증후군 환자에게 장학금과 캠프
비용을 제공합니다.  http://www.dsanv.org/ 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 레터 및 알림을 신청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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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에 대한 도움이 있습니까? 
Medicaid는 장애인과 저소득자를 위한 공공 건강 보험 (public health insurance) 입니다.  장애인이 18 세 
미만인 경우 전체 가족이 재정적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18 세 이상이면서 가족들과 함께 거
주해도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 보장 혜택을 (Social Security benefits) 받고있는 경우 이 
절차가 더 쉽습니다.  Medicaid를 신청할 때 https://commonhelp.virginia.gov/ 에서 소득 자격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edicaid Waiver가 있고 21 세 미만인 경우 의료 보조 공학 (Assistive Technology), 간호 및 기타 요구 사
항에 추가 Medicaid 자금을 제공할 수있는 Early Periodic Screening Diagnosis and Treatment 
(EPSDT)라는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http://dmasva.dmas.virginia.gov/Content_atchs/
mch/ 에서 정보를 받으십시오. 

 

Medicaid 및 민간 보험에 (private insurance) 가입 한 19 세 미만 아동의 경우 HIPP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
이 민간 보험에 가입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가 보험료를 지불하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http://www.dmas.virginia.gov/Content_pgs/rcp-hipp.aspx 를 방문하십시오. HIPP의 성인용 정
보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dmas.virginia.gov/Content_atchs/hipp/
HIPP_HFK%20Comp%20Chart-%20Published%20September%202016.pdf


장애가 있는 아동이 6 세 미만인 경우 조기 개입 (Early Intervention ) (0-2.99 세 서비스) 및 Child FIND (3-
6 세 어린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장애 아동을 위한 처방 된 치료, 중재 및 유치원 비용
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위원회에 (Community Service Board) 연락하면 신청 할 수 있습
니다.

 

의료 보조 공학 대출 기금 당국은 (Assistive Technology Loan Fund Authority) 보조 기술에 대한 자금 조
달 옵션을 제공합니다:  https://atlfa.org/.

 

Eric Fund는 의료 보조 공학 장치 비용을 가족에게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http://www.ericfund.org/

 

Shannon Foundation은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를 돕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http://
www.theshannonfoundation.com/


위탁 시간 및 간병 요구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버지니아는 Medicaid Waivers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업 지원, 재택 서비스, 위탁 시간 및 주거 지원과 같
은 간병 요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한 필요를 (urgency of need) 기반으로 3 DD Waiver 유형에
(Community Living (CL), Family and Individual Support (FIS), 및 Building Independence (BI)) 대기
자 명단이 있습니다.  CCC Plus Waiver는 장애 및 중대한 의학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대기
자 명단이 없습니다. 이러한 waiver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https://thearcofnova.org/programs/
waivers/all-about-waivers/ 를 방문하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버지니아 주 직업 재활 기관인 노인 및 재활 서비스부 (Department of Aging and 
Rehabilitative Services (DARS))는 위탁 시간 에 대해 연간 최대 $400를 제공하는 연방 보조금을 받았습니
다.  http://www.vda.virginia.gov/respiteservices.asp 를 방문하십시오.

 

카운티 커뮤니티 서비스위원회는 (CSB) 위기 또는 비상 관련 위탁 시간이 필요한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도움이 있습니까? 
학생이 공립학교에 있고 집과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위기 (예: 행동 요구, 체포, 정신과 적 문제)
를 겪고 있으면, 학교 사회 복지사에게 총체적 법 (Comprehensive Services Act (CSA)) 에 대해 물어 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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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자금은 사례 관리자, 재택 서비스, 위탁 시간 등과 같은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
읍니다:  http://www.csa.virginia.gov/.

 

이동식 위기 대응 팀과 위기 임시 간호 시설인 (Mobile Crisis Team and Crisis Respite Home) REACH
라고 하는 시설이 북부 버지니아에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미래에 행동 또는 정신 건강 위기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REACH에 연락하여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dbhds.virginia.gov/individuals-and-families/developmental-disabilities/crisis-services.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까? 
공공 주택 (public housing) 및 일반 주택 선택 바우처에 (Housing Choice Voucher) 대한 대기자 명단은 
마감되었지만, 2019 년부터 가정에서 나와 독립하는데 관심이 있는 장애인은 발달 장애 면제 지원 코디네이터
와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iver Support Coordinator) 상의할 수 있습니다 (waiver 가 있거나 
wavier wait list에 있어야 함). 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State Rental Assistance Program) 대해 알아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수입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바우처가 나머지 임대료를 충당합니다.

 

많은 주택 옵션이 Medicaid Waivers와 연동합니다.  지원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Waiver와 연동되는 주거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생활비에 대한 도움이 있습니까? 
Comcast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월 $9.95에 Internet Essentials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노트북 ($150) 옵션도 있습니다: https://www.internetessentials.com/

 

주택 및 지원 서비스 팀의 (Northern Virginia’s Housing and Support Services Team) 웹 사이트 데이터
베이스에는 일회성 임대료 지원, 식품 지원 및 에너지 지원 (전기, 개스)을 포함하여 주택 관련 보조금 및 생활
비 지원 정보가 있습니다.  http://www.novahss.org/housing-resources/searching-for-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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