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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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y Hounsell 사무총장 및 Heinz Family Philanthropies의  

Jeffrey R. Lewis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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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를 통해 정년의 준비에 필요한 유익한 기초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주지원연금플랜(employer-sponsored pension plan)이 제공하는 혜택을 최

대한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 설립된 퇴직전략이 없으시면 바로 지금이 계획할 시

기 입니다! 본 가이드를 사용하여 정년을 위한 전략을 설립하시고

— 전략을 끝까지 해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 일찍부터 계획하는 것 입니다. 더욱 지연될수록 정

년을 위해 저금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지고 퇴직금이 커질 수 있는 기간도 줄어집

니다.

본 책자는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또는 기타 전문 고문을 대신하여 사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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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많은 노력과 고생 후 우리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 수 있

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안정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수많은 미국인들은 노후의 빈곤이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Heinz Family Philanthropies는 노후의 빈곤이란 왜 특별히 여성이

란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의 압도적인 가정책

임을 부담하고 있는 여성의 직업 패턴과 은퇴 제도의 불일치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때 여성만이 

직면했던 문제가 이제는 점차 남성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불공평성에 대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의사 결정자의 관심을 이끄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저금 및 정년계획의 중요성과 재정적 미래의 관리 방법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책자는 연금,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그리고 저금에 대한 입문서이며 정년 ‘황금기’의 금융 안

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에 대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필수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정보를 위해서는 본 책자의 뒤표지에 기재된 Women’s Institute for Secure 

Retirement(WISER)의 주소 또는 책자의 작가인 Cindy Hounsell(info@wiserwomen.org) 또는 

Jeffrey Lewis(jlewis@heinzoffice.org)에게 연락 주십시오.

본인의 노후가 몇 십 년 후, 아니면 바로 코  앞이라도 본 책자가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기 바라며 재

정적 앞길과 정년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resa Heinz 의장

Heinz Family Philanthropies



사람들은 더욱 긴 수명을 즐기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은퇴자는 그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약 

20~30년의 은퇴생활을 경험할 것이다.

 

평균 수명은 점차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연금플랜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재 은퇴플랜에 대해 개인이 직접 또는 전부를 부담

하도록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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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일 뿐입니다



은퇴생활의 소득원은 크게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기업주지원연금플랜(employer-

sponsored pensions plans) 그리고 개인 저금 

및 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혜택은 은퇴생활 소득의 필수적인 토

대 입니다. 사회보장이란 은퇴소득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배우자를 위해 불구보험(dis-

ability insurance)과 유족혜택을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인의 주 은퇴소

득원인 사회보장은 노인층의 약 절반 정도를 빈

곤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사회보장은 또한 지원의 기반 또는 안정망을 제

공합니다. 많은 은퇴자는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제1의 은퇴소득원으로 사회보장에 의지하지만 

사회보장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일반 은퇴인

의 평균 월 혜택은 $900 입니다(남자인 경우 약 

$1,015이고 여자인 경우 약 $779). 이것만으로

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기업주지원연금플랜

연금이란 은퇴 후 정기적으로 발급되는 급료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주지원연금플랜과 401(k)플랜은 중대한 비

중의 은퇴소득원 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

은 평생 같은 고용주를 두지 않고 점점 많은 고

용주들은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

반인들은 연금의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현재 전통적인 연금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사회인은 약 1/5 정도 입니다.

개인 저금 및 자산

개인의 자산은 은퇴플랜에서 점차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초기 저금과 현명한 투

자를 시작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여기서 현명

한 투자란 본인의 연령, 위험 포용력 그리고 현 

현금필요 등을 수용하는 최적의 투자수단의 선

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일반적으

로 장기간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는 투자방식이

고 정년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분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그 반면 정년이 곧 다가오는 분들은 

비교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채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주식투자에서 채권, 안정가치펀

드, 머니마켓펀드 등의 저위험성 매개에 투자하

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가이드
사회보장은 직장생활동안 사회보장제도에 지불

을 했으므로 받는 혜택이고 40년 동안의 직장생

활에 기준합니다. 40년 중 최고 급여를 취득한 

35년의 평균치가 사용되며 잔존 5년은 혜택 산

출에서 제거됩니다. 평균적으로 사회보장혜택은 

최후 취직년도 소득의 약 40%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취직이력이나 배우자 또는 이

혼자로서의 신분에 따라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자로서의 신분은 이혼 전  

10년 이상의 혼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보장혜택은 과세 대상이 됩니까?

회보장혜택은 총소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소득세 신고서(federal 

tax return)를 제출한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32,000과 $44,000 사이인 경우 사회보장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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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재원제1부

사회보험혜택은  
총소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재원

의 최고 반까지 세금으로 해당됩니다. 총 소득이 

$44,000 이상인 경우 최고 85%까지 세금으로 

산출됩니다.

사회보장 또는 Medicare 혜택은 언제부터 받

을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혜택의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연

령은 현재 67세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중 입니

다. 반면 Medicare의 자격연령은 아직 65세 입

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할인된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2세, 조기 퇴직인 경우

• 62세, 현재는 미혼이지만 10년 이상 혼인 

상태이었고 전배우자가 사회보장혜택의 적

격자인 이혼자인 경우

• 60세,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50세, 불구 미망인 또는 홀아비인 경우

• 본인이 집에서 어린 자식을 돌봐야 하는 미

망인 또는 홀아비인 경우, 제일 어린 아이가 

16세 될 때까지 유족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한 혜택은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혜

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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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의 혜택
사회보장혜택은 62세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정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지정된 정년을 지나서 계속 일을 하신다면 혜택은 증가됩니다.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 Medicare에 가입은 65세부터 가능합니다. 본인의 65번째 생일 전 사회보
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800-772-1213)에 연락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으십시오. 

    
    
   정년 이후 근무자출
  62세에 은퇴하는 생의 연간 혜택증가    
출생년도 정년 자의 혜택절감 비율 년비율

1937 또는 그 전 65세 20.00% 6.5% 

1938년  65세 그리고 2개월 20.83 6.5 

1939년  65세 그리고 4개월 21.67  7.0 

1940년  65세 그리고 6개월 22.50  7.0 

1941년  65세 그리고 8개월 23.33  7.5 

1942년  65세 그리고 10개월  24.17  7.5 

1943년 ~ 1954년  66세  25.00  8.0 

1955년  66세 그리고 2개월 25.84  8.0 

1956년  66세 그리고 4개월  26.66  8.0 

1957년  66세 그리고 6개월  27.50  8.0 

1958년  66세 그리고 8개월  28.33  8.0 

1959년  66세 그리고 10개월  29.17  8.0 

1960년 년 또는 그 후 67세  30.00  8.0 

출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회보장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혜택은 가입 후 평생 제공되며 매년 물

가 상승률에 따라 조절됩니다.

가정관리를 위해 노동인구에서 빠져나와도 혜

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소 40 “서비스 크레디트”를 획득하셨으면 가

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근무생활을 하

신 분은 일부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만 상기한바와 같이 사회보장에는 최고 급여를 

취득한 35년의 평균치가 사용되며 35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안되는 각 년마다 0점이 할당

됩니다. 이로 인해 낮아지는 총 평균치는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영향을 줍니다.

SSI이란 무엇입니까?

SSI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의 약자

이며 보충적인 안전 소득이란 의미 입니다. 이

는 매우 적은 소득을 가진 65세 이상의 대상자

와 그리고 65세 이하의 불구자 또는 생활 보호 

대상자에게 매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연금과 401(k)플랜에 대한 가
이드

연금플랜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 한정된 혜택플랜 (defined benefit plan)

• 한정된 부담플랜 (defined contribution 

plan)

한정된 혜택플랜에서는 주로 고용주가 모든 금

액을 부담하고 투자를 관리하는 행정관을 선발

합니다. 가입자는 은퇴시 정해진 혜택을 매월 

받게 됩니다.

401(k) 등의 한정된 부담플랜에서는 본인이 직

접 모든 금액을 부담하고 투자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용주가 개인의 부

담액 전부나 혹은 일부를 보조합니다.

은퇴플랜에 대해 개인이 직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플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답 입

니다:

현 직장에서 연금플랜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먼저 고용주에게 은퇴플랜의 존재 여부를 문의

하십시오. 미국에서 은퇴플랜은 자발적인 제도

이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은 은퇴혜택 등을 제

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고용주가 이러한 혜택

을 제공한다면 자신의 적격성에 대해 문의하시

되 고용주는 어느 정도까지 플랜에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수

의 플랜들은 오로직 상근직원에만 해당되고 비

상근직원은 제외합니다. 또한 많은 비상근직원

들은 회사 분류상 계약직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회사의 은퇴플랜에 가

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플랜의 규정 등에 대

해 고용주나 회사의 인적자원 행정관에게 문의

하십시오.

은퇴플랜 가입에 해당하기 위한 근무기간은 몇 

년 입니까?

한정된 혜택연금플랜에서는 보통 같은 직장에

서 5년 동안 근무해야 가입권리가 발생합니다. 

401(k)플랜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해야만 고용주

의 부담액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득된 후 연금혜택이나 고용인이 본인을 대신

하여 지불한 부담액에 대한 권리는 보호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연금플랜에서는 정상 정년에 

미치지 못하는 각 1년 당 낮은 비율의 연금을 잃

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은퇴하는 경우 

더 작은 금액의 혜택을 예상하십시오.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다면 은퇴플랜은 어떻

게 되나요?

직장을 옮길 경우 플랜의 규칙 등을 자세히 검

토하여 혜택의 상실을 예방하십시오. 예를 들어 

4년 반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다른 직장으

로 옮길 때 전 고용주의 연금플랜이 5년의 근무

기간을 요구한다면 6개월이 남은 시기에서 회사

를 그만둔다는 것은 즉 축적한 모든 혜택의 포

기 입니다.

사회보장의 통합(Social Security integra-

tion)은 무엇입니까?

사회보장의 통합이란 사회보장혜택의 일부를 

공제하여 연금을 줄이는 플랜 입니다.

401(k)와 403(b)플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연금과의 차이점은?

401(k)플랜은 기업주가 지원하는 저금 수단으

로서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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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를 통해 저금되는 모든 금액은 세금 유예

됩니다. 세금은 인출을 시작할 때 가해지며 인

출 자체는 현재보다 낮은 세금계급에 해당되는 

59 1⁄2세부터 가능해집니다. 부담액은 현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해줍니다. 조숙한 인출에는 일

반적으로 소득세와 벌금이 가해지고 401(k)플

랜은 기업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을 보장해주

는 연방 정부 기관인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보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점: 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동시에 

401(k)플랜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을 옮길 때 그 전까지 축적한 부담액과 소득

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통 전

통적인 금연플랜에는 해당 안됨.)

권리가 발생한 은퇴혜택은 한 회사에서 개인 

IRA나 적격의 401(k)플랜으로 이전할 수 있습

니다. 여기서 고용주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

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완전한 권한

의 미발생 상태인 경우 고용주의 지불부분도 이

전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은퇴소득은 개인의 투자능력과 부담

한 금액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재정상 아예 

참여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3(b)플랜은 면세 단체에서만 사용되는 플랜

이며 401(k)와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용주의 은퇴플랜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플랜 책자를 자세히 읽

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규정의 목록을 작성

하신 다음 매년 한 번씩 개인 혜택 명세서를 요

청하여 혜택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을 

자세히 검토해보세요. 그 후 문의사항에 대해서

는 직장의 플랜 행정관(주로 인적자원관리부)과 

상담하십시오.

유족혜택에 대해서 알아야하는 정보는 무엇 입

니까?

•  배우자의 은퇴시 혼인상태이었다면 배우자

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유족혜택을 미리 포

기하지 않은 경우 유족혜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유족혜택이란 “연생연금”이라고도 불

리고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전 부부가 

받고 있었던 연금의 반 정도를 보장합니다.

•  배우자는 퇴직하기 전에 생애혜택(lifetime 

benefit), 단일지불(일시불) 등 연금 지불의 

형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족혜택을 완전

히 제거하는 생애혜택이나 단일지불을 선

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승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승낙을 위해서는 배우자승낙서

류(spousal-consent form)에 서명의 날인

이 필요 하는데 매우 복잡한 서류이므로 자

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

사의 고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배우자승낙서류에는 보통 본인과 배우자가 

고려해야하는 옵션사항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생애혜택이라는 옵션은 일반적으

로 제일 높은 매월 혜택금을 제공하므로 일

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사항 입니다. 그러

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하는 것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혜택이 이루어진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연금에 은퇴자 건강혜택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연생연금은 비교적으로 작은 혜택금을 제공

하지만 남편과 부인 모두의 안정된 노후 소

득을 보장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소득원으로 의지해야하는 유족에게는 연생

연금이 더욱 바람직한 선택 입니다. 생애혜

택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월 연금

은 $1,600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연생연금의 

경우 혜택은 월 $1,300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월 혜

택은 $650으로 줄어듭니다.

•  본인의 배우자가 그의 선택의 범위 또는 배우

자승낙서류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 부인은 남편보다 더욱 

긴 수명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긴 노

후에 더욱 높은 소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  유족혜택에 대한 마직막 선택의 기회는 배

우자의 은퇴 당시 입니다. 무엇이 포기되는

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권한을 쉽게 버

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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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경우 연금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보

호합니까?

각 주의 결혼해소법에 의하면 혼인상 획득한 연

금은 남편과 부인의 공동부부재산 입니다. 그러

나 연금은 이혼시 법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되는 

않고 배우자의 연금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는 향

후 배우자가 은퇴할 때가 아니라 이혼당시 요

청해야 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이혼 또는 별거 

절차를 통 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1(k)와 전통적인 연금플랜 등 배우자가 한개 

이상의 혜택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면 각 플랜에 

대해 별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직장 혜택 관리부서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으십시오. 보통 변호사가 서

면으로 이러한 정보를 얻어야하지만 법상으

로 당신은 수취인이며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연금플랜 행정관에게 서면

으로 결혼의 해소처리 중이라고 통지를 하

면 임시적으로 연금혜택의 해당 부분이 본

인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것을 막

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은 다수의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이혼 판결서나 재산 타협 합의

서 등에 별도로 기재되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배우자

가 이전에 유족혜택을 선택한 경우(정부연

금 제외) 이혼절차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권한이 발생합니다.

•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플랜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부권한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 법원 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이 특별 

법원 명령은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또는 QDRO (“쿠아드로”)라고 불립

니다. 법원에서 배우자 연금의 일부를 수여

하는 가사 명령을 발행한 후 즉시 그 명령의 

사본을 연금플랜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여기

서 연금플랜은 보통 다음의 두 사항을 확인

합니다: (1) 수취인의 성명, 지불금액, 지불

일정 등 법원 명령의 내용; (2) 플랜의 규정

과 법원 명령의 일치성 – 예를 들어 플랜의 

규정상 수취인이 일시불로 연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면 법원의 명령은 일시불을 강

요할 수 없습니다.

•   결혼해소절차가 진행되는 즉시 연금플랜 행

정관에게 연락하여 QDRO에 대한 서면절차

를 받도록 변호사에게 지시하십시오. 연금

플랜은 각각 다른 절차를 채택하며 다수의 

기업들은 법원과 전배우자의 편의를 도모하

여 자체개발한 QDRO 서식을 사용합니다. 

QDRO 서식의 작성책임은 본인의 변호사에

게 있습니다.

•  결혼해소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모든 이슈

를 먼저 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산 타

협 합의서상 연금이 기재되어있지만 이혼시 

QDRO를 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다시 법원

을 방문해야하며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

합니다. 법원의 재방문이란 또한 본인의 연

금부분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

습니다.

•  배우자 측에서 제안하는 흥정 등을 조심하

십시오. 예를 들어 연금권한 대신 주택이나 

기타 유형 자산의 소유권을 제안할 수 있지

만 실질적으로 연금권한의 가치가 유형자산

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나 남편의 권한에 대해 알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배우자가 이혼자였다면 그의 전배우자

는 그가 소속된 은퇴혜택 및 저금의 일부에 대

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재산 타협 합의

서와 QDRO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자

신의 권한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두 문

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전배우

자가 배우자의 은퇴시기보다 앞서 사망하는 경

우 당신은 연금혜택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몇 번 재혼했

던 상관없이 당신은 사회보장상 유족혜택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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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참조

사회보장혜택의 감소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에서의 근무를 기반으로 

연금을 받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에 미망인 또는 홀아비로서 받는 혜택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사회

보장국으로 연락하십시오.

연생연금혜택

배우자가 사회보장세금에서 면제되는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이었던 경우 그 배우

자의 연금에 대해 연생연금(joint and survivor 

annuity) 옵션을 선택하여 유족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개인 사회보장 또는 

연금혜택이 없는 경우 유족혜택은 유일한 소득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해
본인의 고용주나 배우자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플랜 또는 401(k)가 없는 경우 개인퇴직계

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투

자하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RA는 

은행, 신용조합 등 대부분의 일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A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591/2 세 이전에 벌금 없이 인출

할 수 없습니다.

각 종류의 IRA마다 특별한 세금혜택이 제공됩

니다. 일년간 개인의 총 IRA 투자가능 금액은 

$3,000로 한정되어있지만 이 금액은 2005년

에 $4,000로 그리고 2008년에 $5,000로 증가

될 예정 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격

차 해소를 위한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2002년

~2005년에는 $500이며 2006년에는 $1,000 

입니다. 연간 납부 마감은 익년의 4월15일이지

만 그 전에 투자한 경우 이익은 그만큼 빨리 성

장하게 됩니다.

전통적 적격(traditional deductible) IRA는 해

당되는 경우 두번의 세금 감면 기회를 제공

합니다. 첫째로, 정부는 개인의 소득 등에 따

라 납부액에 대한 세금을 연기해줍니다. 예

를 들어 연간 소득이 $30,000이라고 간주하고 

$3,000를 IRA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대상 금액

은 $27,000 입니다. 둘째로, IRA로 인한 모든 

투자이익은 납세 유예 입니다. 즉 591⁄2세부터 

인출하기 시작할 때까지 납세은 유예됩니다. 반

면 이 시점 전에 인출할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

에다 10% 벌금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대학수업

료와 불치병을 위한 인출 그리고 첫 주택구입을 

위한 $10,000 인출 등은 벌금이 없습니다.

Roth IRA는 세금혜택을 선행이 아니라 은퇴

시 제공합니다. Roth IRA에 납부(연간 최고 

$3,000, 50세 이상인 경우 $3,500)는 연방 소

득세 신고서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금

액은 2005년에 $4,000로 그리고 2008년에 

$5,000로 로 증가될 것이며 591⁄2세를 넘어 

Roth IRA에서 인출하기 시작할 경우 세금은 면

제됩니다.

Roth IRA는 직장에서 별도의 은퇴플랜에 가입

되어 있는지와 상관 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

는 플랜 입니다. 그러나 Roth IRA는 다음과 같

은 소득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조정총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이 독신자인 경

우 $110,000 그리고 기혼자인 경우 $160,000 

이상이면 IRA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조

정총소득이 독신자인 경우 $95,000~$110,000 

그리고 기혼자인 경우 $150,000~$160,000 사

이이면 일부 투자는 허용됩니다. 

배우자(Spousal) IRA를 통해 전임 주부는 IRA에 

연간 최고 $3,0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3,500)

비공제(nondeductible) IRA는 위에 기재된 기

타 IRA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나 일부투자만 

가능한 사람을 위한 플랜 입니다. 비공제 IRA에 투

자한 금액은 성장하고 은퇴할 때까지 납세 유예되

지만 연간 IRA 투자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퇴직 연금(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주와 

사원을 위한 플랜 입니다. 이 플랜의 투자 한도

는 소득의 25% 또는 $40,000(더욱 낮은 사항이 

해당) 입니다.

SIMPLE IRA(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는 401(k)와 같이 급료에서 공제되

는 플랜이며 직원이 100명 이하인 업체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Keogh플랜은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플랜 입니

다. Keogh플랜을 통해 IRA보다 비교적으로 훨

씬 큰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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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퇴직시에 60%에서 

80%의 퇴직대기 소득이 필요하다고 금융자산

관리사들은 말합니다. 사실, 많은 퇴직자들은 

퇴직대기 소득의 100%가 필요합니다. 왜냐하

면 (1) 그들의 소득(그리고 그로 인한 저축)이 

주로 적고, (2) 더 오래 살고, (3) 인플레이션으

로 나머지 삶동안 구매력을 잃기때문입니다.

저금과 투자에 대한 가이드
더욱 좋은 금융전망을 위한 3단계

1단계:

바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본인의 자산 및 소득의 

가치를 산정하십시오. (자산이란 자택, 자동차, 

은행계좌, IRA, 연금의 일시불, 401(k), 주식, 채

권, 상호기금 등 개인의 소유물을 말합니다.)

2단계:

연금, 사회보장 그리고 저금 및 자산이 제공하

는 소득이 본인의 노후 월 지출을 감당할 수 있

는지 판단하십시오.

매월 받게 되는 연금혜택이 기재된 명세서를 고

용주로부터 요청하십시오. 매년 발행되는 혜

택평가서를 수령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el:  

800-772-1213)으로 연락하십시오. 마지막으

로 본인의 저금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제공할지 

산출하여 예상되는 월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비교하신 후 부족한 경우 더 많은 저금이나 투

자를 고려하십시오.

3단계:

본인의 401(k)플랜 또는 개인저금과 관련하여 

투자옵션에 대해 조사하십시오.

당신의 고용주는 4-5가지의 투자옵션 매뉴를 

제시하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분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투자옵션을 정확히 이해

하십시오. 당신의 나이에 알맞고, 감당할 수 있

는 위험, 수수료 등의 투자비용이 적은 다양성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을 제공하는 투자를 

찾으십시오(아래 뮤추얼 펀드 참조). 퇴직이 다

가오면 당신의 투자를 위험부담이 적은 증권(채

권과 같은)으로 옮기십시오.

저금의 가장 좋은 접근은 주식과 채권시장에 걸

쳐 폭넓게 투자하는 저비용 뮤추얼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좋은 선택이고 종종 주식 펀드보

다 더 좋습니다. 추가로 매년 당신의 투자를 평

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의한 수익이 

은퇴색활 소득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수 있으

므로 저금에의 다양한 저비용 접근은 당신의 사

회보장과 연금 소득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정의 및 정보

주식이란?

주식은 기업의 일부 소유권이며 “주식”이라는 

단위로 거래됩니다.

채권이란?

채권이란 기업,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발행

하는 약식 차용증서입니다. 채권 발행인이 정

해진 기간 후에 채권의 액면가액을 상환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발행인

은 채권 만기시에 정해진 비율의 이자를 지급합

니다. 채권은 보통 주식보다 위험부담이 적지만 

수익도 적습니다.

뮤추얼 펀드란?

뮤추얼 펀드는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

아 그 자금을 다양한 주식, 채권, 증권에 투자하

는 것입니다. 특정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전체 주식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입

니다. 뮤추얼 펀드는 저자본 투자자에게 다양성

의 잇점을 제공합니다.

능동관리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뮤추얼 펀드란?

뮤추얼 펀드는 당신이 투자하는 증권시장과 관

계없이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관리됩니

다. 능동관리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주가지수 상

승률보다 수익이 높은 소수의 종목을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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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수동적 관리(또는 인덱스) 펀드는 수

익률을 S&P 500 또는 Russell 3000과 같은 특

정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수률과 연동하기 위해 

전체 주식시장에 걸쳐 투자하는 것입니다. 능

동관리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도 높은 수수료

를 부과하고 펀드매니저가 평균수익률에 못미

치는 주식을 선택할 경우 위험부담도 더 큽니

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기간의 경우 인

덱스 펀드가 능동관리 펀드보다 더 좋은 수익을 

냅니다.

성장과 가치 뮤추얼 펀드란?

몇몇 능동관리 뮤추얼 펀드는 투자 방법에서 

“성장” 또는 “가치”의 접근을 활용합니다. 성

장 펀드는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이윤에 비해 

높더라도 수익이 급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

자합니다. 가치 펀드는 저펑가된 주식에 투자

합니다.

로드펀드란?

몇몇 뮤추얼 펀드는 “로드”라고 불리는 수수료

(주식을 사고 팔 때 지불하는 비용)를 청구합니

다.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펀드는 “노-

로드”라고 합니다.

재정 고문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들

은퇴후 투자를 위해 재정고문의 도움이 필요
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신문, 잡지, 도서 등의 재정관련 

내용들을 읽고, 그리고 지역 투자회사에 정보를 

요청하여 스스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

퇴후 계획과 관련하여 정보와 교육을 제송하는 

많은 웹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만약 재정이라는 것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다면, 

당신은 재정고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정고문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는 

제공하는 재정적 조언에 대해 균일한 요금이나 

시간당 요금을 청구하는 재정고문 입니다. 그

들은 그들이 추천하는 뮤추얼 펀드나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판매하는 투자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재정고문

입니다. 그들중 일부는 요금도 청구합니다. 재

정 플랜 전문능력은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플래

너의 능력을 평가하기란 어렵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브로커나 공인된 플래너를 찾으십시오.

만약 재정고문을 고용하려 한다면:

• 최종 선택하기 전에 적어도 2~3명을 인터

뷰하십시오.

•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 고문 서비스의 수수료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설계해줄 수 있는 고

문을 찾으십시오.

보험 : 향후 재산의 보호

사회보장에 대한 자격이 된다면 기본적인 보장

이 되는 65세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자

격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서 보장하지 않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추가적

인 또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지역 보험 부서를 연락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자들이 권하는 3가지 종류의 보
험입니다:

불구보험은 발병 또는 신체적 상해 등으로 인해 

본인이 일을 못하게 될 경우 매월 소득을 보장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상범위는 상해전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60%에서 80%선의 적절한 비율

로 설계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상해에 대한 비용

을 제송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보장 보험은 주로 양로원 비용 보장과 결

합되어 있지만 만약 거동이 불편할 경우 다른 

종류의 간병(예를들어 재택 간병 또는 성인 시

중 가입과 같은)도 포함합니다.

생명보험은 일찍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대체합니다.

보험의 다양한 종류와 은퇴와 관련하여 수

행하는 역할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의 웹사이트 

(www.acli.com)를 방문하시고 각 주별 보험국

의 공식 웹사이트 목록은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웹사이트 

(www.naic.org)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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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매월 지출비용은 사

망전보다 약 80%의 수준을 유지하게됩니다. 주

거, 공익 설비, 교통, 의료 보험, 보험 등 기존의 

지출은 계속되니까요.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두개의 연금을 더 이상 받

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연금 

중 더욱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시 그의 연금은 줄어들거나 아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방 연금법에 따라 전통적인 기업 또는 연합 

조직의 연금플랜은 플랜 가입자가 그의 배우자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유족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당신은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일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권한의 배

우자의 서명 날인으로만 포기되고 날인시 증인 

또는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401(k) 및 공무원 연금플랜 등 기타 은퇴플랜에

는 다른 룰이 적용됩니다.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룰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참조 자료

1) Get a Financial Life

 (Beth Kobliner, Fireside Books, $12)

2) Making the Most of Your Money

 (Jane Bryant Quinn, Simon & Schuster,  

 $30)

3) Personal Finance for Dummies

 (Eric Tyson, IDG Books, $19.99)

4) The Only Investment Guide You’ll Ever   

 Need Andrew Tobias, Harvest / Harcourt  

 Brace, $12)

5) The Wall Street Journal Guide To   

 Understanding Personal Finance

 (Kenneth Morris 및 Alan Siegel,

 Simon & Schuster, $13.95)

정리하기

용어

Annuity

연금 - 정기적인 소득 지불제도. 주로 정해진 

기간내에 월 단위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정해

진 기간이란 평생이다.

Beneficiary

수취인 – 은퇴플랜 가입자가 지명한 자로서 가

입자의 사망시 플랜의 혜택을 수취하는 사람.

Defined benefit plan

한정된 혜택플랜 - 부부 중 단 한사람이라도 살

아 있는 중 평생 지정된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

방정부지원 연금플랜. 혜택은 일반적으로 은퇴

연령, 급여, 해당 플랜의 가입기간 등에 따르며 

고용자가 투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부담한다.

Defined contribution plan

한정된 부담플랜 – 직원이나 고용자 또는 둘 다

가 부담하는 은퇴플랜. 최종 지불액은 축적금액

과 선택한 투자의 성공률에 따르며 본 종류의 

은퇴플랜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Early retirement age

조기 퇴직 연령 – 정상 정년(보통 65세)보다 일

찍 은퇴하여 감소된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함.

401(k) plan

한정된 부담플랜의 일종(위를 참조)으로서 직원

은 자신의 공제전 급여의 일부를 지불하고 고용

주는 그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금

액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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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부부가 알아야  
하는 정보제3부



403(b) plan

면세 단체 전용 플랜. 401(k)와 매우 유사함.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개인퇴직계좌(IRA) – 개인은 연간 최고 

$3,000을 투자하고 부부는 연간 최고 $6,000을 

투자할 수 있는 은퇴저금 수단. 연령에 따라 연

간 투자 가능 금액은 오를 수 있고 기본 금액은 

2005년(개인 당 최고 $4,000), 2006년(50세 이

상, $1,000 추가) 그리고 2008년(개인 당 최고 

$5,000)에 또 상승할 예정이다. 특별 사정에 따

라 이 금액은 세금공제될 수 있다.

Lump-sum payment

일시불 – 혜택 전부의 일시 지불

Participation

참여 – 직원이 회사의 연금플랜에 가입되어 있

는지의 여부. 고용주는 연간 1,000시간 이하 근

무하는 비상근직원과 1년 미만 근무한 신입사원

을 제외할 수 있다.

Pension integration

연금 통합 – 개인의 사회보장혜택의 일부를 연

금혜택에서 공제하는 행위.

Portability

휴대성 – 권리가 발생한 은퇴혜택을 한 회사에

서 개인 IRA나 다른 회사의 은퇴플랜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가능성.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QDRO)

특별 법원 명령 또는 법원 승인된 재산 타협 합

의서. 연금혜택의 일부를 다른 수취인(보통 전

배우자)에게 지불되도록 명령함.

Roth IRA

세금혜택이 선행이 아니라 은퇴시 제공되

는 IRA. 연간 최고 $3,000(50세 이상인 경우 

$3,500)의 투자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서 공

제될 수 없지만 Roth IRA에서 인출하기 시작할 

경우 세금은 면제됩.

Saver’s Tax Credit

저축가의 세금 크레디트 - 401(k) 또는 IRA에 

투자하고 있는 독신자($25,000 미만의 소득) 또

는 부부($50,000 미만의 소득)를 위한 세금감면

SEP-IRA

자영업자의 은퇴금 마련 또는 중소기업주의 직

원 혜택 마련을 위한 IRA

SIMPLE IRA

401(k)와 유사한 급료 공제 플랜.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에서만 제공됨.

Social Security offset

연금 통합의 일종. 사회보장세에서 면제된 연

방, 주 또는 지방정부의 공무원에 해당됨.

Tax-deferred

납세 유예 – 투자금에 대한 납세가 정년까지 연

기되어 투자금은 그 동안 성장할 수 있게됨.

Vesting

저금 또는 연금플랜의 혜택에 대해 몰수될 수 

없는 권한을 얻게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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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R 우먼이 되는 방법

Women’s Institute for a Secure Retirement(WISER)의 회원이 되고 연 4회 발행 뉴

스레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소로 $12를 기부하십시오:

Women’s Institute for a Secure Retirement

1920 N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www.wiser.heinz.org

문의사항 등은 위의 주소로 직접 작가에게 연락주십시오.

Cindy Hounsell(info@wiserwomen.org) 또는 Jeffrey Lewis(jlewis@heinzoffice.org)



본인의 노후가 몇 십년 후, 
아니면 바로 코 앞이라도 본 
책자가 올바른 선택에 기여
하기 바라며 재정적 앞길과 
정년에 대한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Teresa Heinz 의장
 Heinz Family Philanthropi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