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준비
18~48세 근로자를 위한 안내서

은퇴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은퇴 준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는 단순한 은퇴 연금 이상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은 은퇴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문서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소득은 필수적입니다
귀하는 일을 처음 시작한 이후로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FICA 세금, 자영업자의 경우 
SECA 세금이라고도 함)을 납부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ssa.gov/people/materials/pdfs/EN-05-10297.pdf (영어로만 제공)를 참조하십시오. Social Security 
명세서에는 귀하의 소득 기록, 그동안 납부한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받을 은퇴, 장애, 유족 연금의 예상 금액을 제시합니다. 명세서를 통해 매년 소득을 확인하십시오. 이 소득은 
귀하의 Social Security 연금 수급 자격 및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www.ssa.gov/pubs/EN-05-10081.pdf (영어로만 제공)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꼭 알고 계십시오
Social Security는 은퇴 후 유일한 수입원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Social Security는 퇴직 전 
연간 수입의 약 40%를 대체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은 67세입니다. 
만기 은퇴 연령(62세부터) 이전에 퇴직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받는 금액 비율이 낮아지고 만기 은퇴 연령(70세까지) 
이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www.ssa.gov/pubs/EN-05-10035.pdf (영어로만 제공)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은퇴를 위한 저축
Social Security는 은퇴 후 유일한 수입원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 편안하게 생활하려면 다른 
저축과 투자, 연금 또는 퇴직 계좌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플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직장에서는 귀하가 내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칭해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축 방법에 대해서는 
www.savingmatters.dol.gov/employees.htm(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 저축은 일찍 시작할수록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투자 
및 저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investor.gov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 저축하는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저축 금액 계산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www.investor.gov/additional-resources/
free-financial-planning-tools/compound-interest-calculator (
영어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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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면 Social Security 연금이 기다립니다
귀하가 내는 Social Security 세금은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Social Security 신탁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ocial Security 이사회는 이 신탁 기금이 현행법에 따라 2034년까지 연금 전액을 제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34년에도 Social Security 국은 예정된 연금액 $1,000마다 약 $780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people/materials/pdfs/EN-05-10229.pdf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Social Security 연금은 살아있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기대 수명 계산기 
www.ssa.gov/planners/lifeexpectancy.html (영어로만 제공)는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에 관해 대략적인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장애는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과 가족이 Social Security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disability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가족 연금
Social Security는 은퇴하기 전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와 사별한 배우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pubs/EN-05-10084.pdf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다른 연금 플랜이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연금이나 기타 은퇴 플랜은 Social Security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Social Security 
세금을 내지 않은 은퇴 플랜에 가입하거나 그러한 근로에 근거해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gpo-wep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사회보장제도는 귀하를 위해 존재합니다 
Social Security은 미국 근로자 96%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Social Security와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ww.ssa.gov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여정에는
 Social Security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www.ssa.gov/people/materials/pdfs/EN-05-10233.pdf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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