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수혜 자격이 
되는 방법

은퇴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완전히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귀하는 현재 은퇴 연금을 받을 완전한 자격이 되는 40 크레딧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하고 
있다면 계속 일하면서 크레딧을 쌓아 완전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충분한 크레딧이 없으면 
사회보장국은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크레딧을 적립하는 
방법과 근로 연수 및 소득이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완전히 보험에 가입되려면 40 크레딧 누적이 필요
V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각 크레딧은 일정 금액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2022 년에는 1 크레딧을 얻는 데 필요한 소득액은 $1,510입니다. 일 년 내내 일하여 
4 크레딧을 받아도 되고, 더 짧은 기간에 4 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년마다 4 크레딧을 받으면 10년 후에는 40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매년 평균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1 크레딧을 받기 위한 소득 액수는 약간씩 
늘어납니다. 적립한 크레딧은 직장을 바꾸거나 일을 그만두더라도 Social 
Security 기록에 남습니다. 크레딧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하여 
알아보십시오. www.ssa.gov/planners/credits.html.

35년 동안의 최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 산출
연금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근로, 또는 40 크레딧이 필요하지만,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액 
산출은 35 년 동안의 근로 기록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던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은퇴 연금을 신청할 
시점을 기준으로 35년간의 소득이 없다면 35년간 근로했을 때보다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연금액을 
계산할 때 수익이 없는 연도는 0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알아보십시오. 
www.ssa.gov/OACT/COLA/Benefits.html.

은퇴 연금 계산 방법
Social Security 국은 수급자의 평생 번 소득을 기준으로 은퇴 연금을 산출합니다. 소득이 있었던 해 이후의 
평균 소득의 변화를 감안하여 실제 소득을 조정하거나 “지수화 (index)”한 다음, 35년 동안의 가장 높은 
소득에서 지수화된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소득에 공식을 적용하여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기 은퇴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66~67세입니다. 하지만 은퇴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만기 은퇴 연령(제일 빠른 나이 62세) 이전에 받기 시작하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고 수령을 늦추면 (70세까지)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연금액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www.ssa.gov/pubs/EN-05-100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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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다면? 
Social Security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www.ssa.gov.

Social Security 가 평생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www.ssa.gov/people/materials/pdfs/EN-05-10233.pdf.

https://www.ssa.gov/planners/credits.html
https://www.ssa.gov/OACT/COLA/Benefits.html
https://www.ssa.gov/pubs/EN-05-10070.pdf
https://www.ssa.gov
https://www.ssa.gov
https://www.ssa.gov/people/materials/pdfs/EN-05-1023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