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귀하는 아마도 아직 일하고 있거나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Social Security 퇴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준비는 한 가지 방법과 준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국은 은퇴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기초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적립한 연금을 청구할 시간입니다 
이제 은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금 청구를 미룬다고 해도 추가 인상은 없습니다. 
www.ssa.gov/applytoretire (영어로만 제공)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가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소득에 따라 월 연금 금액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귀하의 
소득 기록을 확인합니다. 최근 연도 소득이 35년간 근로 소득의 최고 금액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자동으로 연금 
액수를 다시 계산하여 증가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은 필수적입니다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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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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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러한 생활비 조정( COLA, 영어 약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cola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일부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이외에 기타 상당한 소득(급여, 자영업, 이자, 배당 및 기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과세 소득)
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Social Security 연금의 일부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연금에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planners/taxes.html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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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 벌금 피하기
직장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65세에 Medicare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한 후 8개월 동안의 특별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 두고 나면(직장 보험을 잃고 나면) 이 기간을 이용해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금도 늘어납니다. Medicare의 혜택과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www.medicare.gov/eligibilitypremiumcalc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다른 파트와 보장 범위 등 Medicare에 관해 더 많이 알아보시려면 
www.ssa.gov/pubs/EN-05-10043.pdf (영어로만 제공)를 참고하십시오.

가족 연금
귀하가 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와 피부양 자녀는 귀하의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알아보십시오. 
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pplying7.html (영어로만 제공).
또한 귀하의 가족은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planners/survivors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배우자 연금
기혼,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배우자 기록에 따라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때 다른 연금도 함께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pubs/EN-05-1003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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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www.ssa.gov/gpo-wep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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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금을 신청하세요 
가장 쉽고 편리한 연금  신청 방법은 여기에서 

www.ssa.gov/applyforbenefits (영어로만 제공)에서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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