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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데이트는 2023년 Social Security세금과 연금 등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에 따라 매년 물가와 
임금 수준에 맞춰 금액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보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 
Social Security 세금 2022 2023
피고용인/고용주(각각) 최대 소득 $147,000까지 6.2% 최대 소득 $160,200까지 6.2%
자영업자
*소득세 규정에 따라 상쇄 가능 최대 소득 $147,000까지 12.4%* 최대 소득 $160,200까지 12.4%*

Medicare 세금 2022 2023
피고용인/고용주 (각각) 모든 소득에 대해 1.45% 모든 소득에 대해 1.45%
자영업자
*소득세 규정에 따라 상쇄 가능 모든 소득에 대해 2.9%* 모든 소득에 대해 2.9%*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Medicare 세금을 0.9% 추가로 납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Internal Revenue Service(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  

근로 크레딧
일을 하면 Social Security 연금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Social Security 연금 수급 자격에 필요한 크레딧은 나이와 신청하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는 매년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수급 자격이 되려면 40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2022 2023
$1,510마다 1크레딧을 받음 $1,640마다 1크레딧을 받음 

SSA.gov

https://www.ssa.gov
https://www.facebook.com/socialsecurity
https://www.twitter.com/socialsecurity
https://www.instagram.com/socialsecurity
https://www.youtube.com/socialsecurity
https://www.linkedin.com/company/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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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연금 수급자를 위한 정보

소득 한도액
만기 은퇴 연령이 되지 않았지만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방법에 따라 소득이 아래에 명시된 한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모든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1943년에서 1954년 사이 출생자의 만기 은퇴 연령은 만 66세입니다. 은퇴 연령은 
매년 점차 높아져서 196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입니다.

2022 2023
만기 은퇴 연령 또는 그 이상 소득 한도액 없음 소득 한도액 없음

만기 은퇴 연령 미만
$19,560
소득 한도액 초과 매 $2 당 연금에서 $1
씩 공제.

$21,240
소득 한도액 초과 매 $2 당 연금에서 $1
씩 공제.

만기 연령이 되는 해 
$51,960
은퇴 연령이 되는 달까지 소득 한도액 초과 
매 $3당 연금에서 $1씩 공제. 

$56,520
은퇴 연령이 되는 달까지 소득 한도액 초과 
매 $3당 연금에서 $1씩 공제.

장애 연금 수급자의 소득 한도액: 장애 연금을 받는 동안 일하면,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장 9
개월까지의 시험 근로 기간(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에는 소득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 전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9
개월간의 시험 근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회보장국이 장애 연금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정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도기 기간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2 2023
실질 소득 활동
(비시각 장애인) 월 $1,350 월 $1,470

실질 소득 활동
(시각 장애인) 월 $2,260 월 $2,460

시험 근로 기간 월 $970 월 $1,050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생활보조금) (SSI, 영어 약자) 수급자를 
위한 정보

연방 SSI 최대 월 지급액
2022 2023

개인 $841 $914
커플 $1,261 $1,371
월 소득 한도 2022 2023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인 개인 $1,767 $1,913
소득원이 급여가 아닌 개인 $861 $934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인 커플 $2,607 $2,827
소득원이 급여가 아닌 커플 $1,281 $1,391
참고: 소득이 있다면 매월 받는 지급액은 연방 정부에서 받는 SSI 최대 금액보다 적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부 주에서는 SSI에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명시된 소득 한도액보다 더 높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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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를 받는 사람을 위한 정보

의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Medicare 비용도 올해 인상됩니다.
2022 2023

병원 보험(파트 A)
병원 입원 처음 60일 동안
환자 부담금 $1,556 $1,600

병원 입원 61일에서 90일 동안 환자 
부담금 일 $389 일 $400

병원 입원 90일 이후 환자 부담금 
(최대 추가 60일까지) 일 $7478 일 $800

전문 간호 시설에 입원 시 처음 20일 동안 
환자 부담금 $0 $0

전문 간호 시설에 입원 시 21일에서 100일 
동안 환자 부담금 일 $194.50 일 $200

파트 A 보험료 바이-인(Buy-In): Medicare 파트 A 보험료는 Social Security 크레딧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레딧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0 크레딧 $0 $0
30~39 크레딧 월 $274 월 $278
30 크레딧 미만 월 $499 월 $506
의료 보험(파트 B) 2022 2023
보험료 월 $170.10**  월 $164.90** 
디덕터블 연 $233 연 $226 

환자가 디덕터블을 지불한 후, 파트 B는 총 서비스 비용의 80%를 부담합니다.
참고: Medicare를 받고 있는데 소득이 낮다면 주에서 Medicare 보험료를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디덕터블과 
본인 의료 부담금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의료 지원 기관 (Medicaid), 사회복지 기관 또는 복지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표준 월 보험료는 $164.90 이며, 고소득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냅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하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는 방법은 온라인, 전화, 직접 
방문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Social Security 국은 
8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금과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여 삶의 여정에서 현재와 
미래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방문하기 
Social Security 업무를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www.ssa.gov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Social Security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Extra Help with 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 costs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비용의 추가 
도움)을 신청(영어로만 제공).

• 대부분의 연금을 신청(영어로만 제공). 
• 사회보장국의 간행물 찾기(다양한 언어로 제공).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확인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
my Social Security 계정(영어로만 제공)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
https://www.ssa.gov/i1020/
https://www.ssa.gov/i1020/
https://www.ssa.gov/i1020/
http://www.socialsecurity.gov/applyforbenefits
https://www.ssa.gov/pubs/
https://faq.ssa.gov/
https://www.socialsecurity.gov/my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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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 명세서) 
검토. 

• 본인의 소득 확인. 
• 미래에 받을 연금 예상액 파악.
• 연금 확인 통지서 인쇄. 
• 계좌 입금 정보 변경. 
• Medicare 카드 재발급 요청. 
• SSA-1099/1042S 재발급.
• 카드상에 변경 사항이 없고 주 정부에서 참여하는 

경우, Social Security 카드 재발급 요청.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용자는 my Social Security 
개인 계정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역 Social 
Security 사무소나 전국 무료 800 번호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무소 찾기 웹페이지에 
우편번호를 입력하여 지역 사무실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지역 사무소 찾기는 영어로만 제공되지만,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사무실을 찾을 
수 있음)
1-800-772-1213으로 전화하시거나 청각 장애인인 
경우 TTY 번호 1-800-325-0778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하시면 
됩니다. Social Security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한 
대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늦은 오후에 더 짧습니다.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영어 음성 자동화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Social Security담당자가 응답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Social Security담당자가 
통역사에게 연락하여 전화 통화를 돕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또한 많은 자동 전화 서비스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하루 24시간 제공하므로 Social Security담당자와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장국이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는 원본이거나 발급 기관에서 인증한 사본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 05-10003-KOR | January 2023 (Recycle prior e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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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sa.gov/myaccount/statement.html
https://www.ssa.gov/myaccount/statement.html
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1741
https://www.ssa.gov/myaccount/proof-of-benefits.html
https://www.ssa.gov/myaccount/direct-deposit.html
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1735
https://www.ssa.gov/myaccount/replacement-SSA-1099.html
https://www.ssa.gov/myaccount/replacement-card.html
https://secure.ssa.gov/ICO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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