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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샘플이며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개인 맞춤형 Social Security 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은퇴 연금을 받기에 충분한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크레딧”을 쌓아야 하고 매년
최대 4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생일 1962
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할 때 만기 은퇴 연령은 67
세입니다. 옆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귀하는62세부터
70세 사이 언제라도 은퇴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작을 늦추면 매달마다 받는
연금 수령액이 남은 여생 동안 늘어납니다.
여기에 제시한 예상 연금 수령액은 현재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까지 연간 $54,489를 계속해서 벌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퇴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ssa.gov/benefits/retirement/learn.html (영어로만
제공)을 방문하십시오.
장애 연금

귀하는 장애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충분한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만약 귀하가 지금 장애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장애 연금액은 월 $2,083입니다.
유족 연금

귀하는 유자격 가족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크레딧을 쌓았습니다. 만약 귀하가 올해
사망한다면, 가족 구성원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미성년 자녀:
$1,562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자녀 또는
16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경우:
$1,562
배우자, 연금 수령을 만기 은퇴
연령에 시작하는 경우:
$2,083
가족 최대 수령액(이 금액 초과 불과):
$3,802
귀하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장례비로 $255를
추가로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월 은퇴 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 시작
나이를 기준)
연금 수령 시작 나이 연금 수령
시작 나이

은퇴 연금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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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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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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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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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66
67

$2,119

$2,291

68

$2,463

69
70

월 연금액

$2,634

Medicare

귀하는 65세에 Medicare를 받을 충분한 크레딧이
있습니다. Medicare는 연방 정부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수혜 대상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 65세 미만의 특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

• 말기 신장 질환(ESRD, 영어 약자)(투석 또는 신장
이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이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65세에 은퇴하지 않더라도 65세 생일 3개월 안에
Medicare에 가입해야 평생 등록 지연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직장을 통해 특정 그룹 의료 보험에 가입된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Medicare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medicare.gov
(영어로만 제공)를 방문하거나 ssa.gov/medicare
(영어로만 제공) 또는 1-800-MEDICARE
(1-800-633-4227) (TTY 1-877-486-2048) 전화로
알아보십시오.

연금 예상액은 현행법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이 법은 의회에서 개정한 바 있으며, 필요한 변경을 위해 다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의 미래에 관해서는 ssa.gov/ThereForMe (영어로만 제공)를
참고하세요.

소득 기록

아래의 소득 내역을 검토하여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귀하가 미래에 받을 연금액은 소득 기록에 기초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Social Security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은 소득
기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전 몇 년간의
소득은 합산되었지만, 그 소득은 my Social Security
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귀하의 전체 소득 기록을 보고 오류를 발견하시면
1-800-772-1213으로 전화 주십시오.

Medicare
Social Security 세금에 대한 소득
근로 연도
세금에 대한 소득
(1966년 시작)
1971-1980 $
2,142 $
2,142
1981-1990
87,102
87,102
1991-2000
246,069
246,069
2001
34,147
34,147
2002
34,846
34,846
2003
36,021
36,021
2004
38,032
38,032
2005
39,711
39,711
2006
41,829
41,829
2007
43,971
43,971
2008
45,170
45,170
2009
44,603
44,603
2010
45,666
45,847
2011
47,093
47,093
2012
48,560
48,560
2013
49,095
49,095
2014
50,605
50,605
2015
51,996
51,996
2016
52,108
52,108
2017
53,251
53,251
2018
53,966
53,966
2019
54,559
54,559
2020
54,489
54,489
2021
아직 기록되지 않음

납부한 세금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의 총
추정액 귀하의 소득 기록 기준:
납부한 Social Security 세금

Medicare 세금

고용주: $77,498

고용주: $18,158

본인: $75,568

본인: $18,158

Social Security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

Social Security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 주, 지역 정부 또는 외국에서
번 소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금 플랜에 가입하거나 Social Security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에 기반해 연금을 받는다면 사회보장
연금 지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a.gov/gpo-wep (영어로만 제공)을 방문해
알아보십시오.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 귀하의
Social Security 연금

• Social Security 연금은 은퇴자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 투자, 연금, 또는 퇴직할 때 충분한
돈이 들어있는 은퇴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은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근로(40
크레딧) 기록이 필요합니다. 연금액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간의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근로 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 일하지 않았던 해는
0으로 계산되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생활비를 고려해 조정됩니다.
• 연금을 청구하는 나이는 유족 배우자의
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귀하가 은퇴 또는 장애 연금을 받는다면, 배우자와
자녀도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했지만 결혼 기간이 10년이었다면,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귀하의 소득 기록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라도 귀하나 귀하의 현재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은퇴 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때, 이 두
연금을 함께 신청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 귀하와 가족의 연금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ssa.gov/benefits/retirement/7planner/
applying7.html (영어로만 제공)을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 신청할 준비가 되었으면 ssa.gov/benefits/
retirement/apply.html (영어로만 제공)을
방문하십시오.

• 명세서는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요청하시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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