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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갱신정보 2008

2008년의 갱신정보는 새로워진 사회보장 세금 및 연금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수치들은 물가 및 급료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 프로그램 갱신을 목적으로 법규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귀하가 현재 일을 하고 있든 또는 이미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든 상관없이 이 변경 
내용은 귀하께 중요합니다.

근로인을 위한 정보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 

사회보장 세금 2007 2008 

피고용인/고용주 (각각) 최고 $97,500 까지의 소득액에 대해 6.2% 최고 $102,000 까지의 소득액에 대해 6.2% 

자영업자 
* 소득세 규정에 따라 상쇄 가능 

최고 $97,500 까지의 소득액에 대해 *12.4% 최고 $102,000 까지의 소득액에 대해 *12.4% 

메디케어 세금 2007 2008 

피고용인/고용주 (각각) 총 소득액에 대해 1.45% 총 소득액에 대해1.45% 

자영업자 
* 소득세 규정에 따라 상쇄 가능 

총 소득액에 대해*2.9% 총 소득액에 대해 *2.9% 

근로 크레딧―일을 할 때 사회보장 연금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 혜택 자격이 되려면 
일정  
수의 크레딧이 필요합니다. 귀하께 필요한 크레딧 수는 귀하의 나이와 신청하고자 하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최대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연금 혜택 자격이 되려면 40크레딧이 필요 합니다. 

2007 2008 

소득액 $1,000당 1 크레딧 부여 소득액 $1,050당 1 크레딧 부여 

사회보장 연금 헤택자를 위한 정보 

소득 한도액 

연방법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이 되지 않았으나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소득액이 아래에 나와 있는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모든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943년에 출생하신 분들의 정년퇴직 연령은 66세가. 
정년퇴직 연령은 매년 점차로 높아 져서 1960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의 정년퇴직 연령은 67세가 됩니다. 

2007 2008 

정년퇴직연령 이상 소득 한도액 없음 소득 한도액 없음 

정년퇴직연령 이하 
$12,960 
한도액에서 $2 초과할 때마다 연금에서 $1 공제됨 

$13,560 
도액에서 $2 초과할 때마다 연금에서 $1 공제됨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해 
$34,440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달까지 한도액에서 $3 초과할 

때마다 연금에서 $1 공제됨 

$36,120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달까지 한도액에서 $3 초과할 

때마다 연금에서 $1 공제됨 

장애 연금 혜택자의 소득 한도액: 장애 연급을 지급 받고 있는 동안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액이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최장 9개월까지의 시험 근로 기간(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동안에는 소득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개월 간의 시험 근로 기간을 마치고 나면, 귀하께서 여전히 장애 연금 혜택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의 과도기 동안 도움을 드리는 기타 근로 장려금 혜택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소득이 있는 근로 활동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월 $900 월 $940 

실질적 소득이 있는 근로 활동 
(시각장애인인 경우) 

월 $1,500 월 $1,570 

시험 근로 기간 월 $640 월 $670 

2008 년 갱신정보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혜택자를 위한 정보

연방 SSI 월 지급금 (최대액) 

2007 2008 

개인 $623 $637 

부부 $934 $956 

월 소득 한도액 

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개인 $1,331 $1,359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 아닌 개인 $643 $657 

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부부 $1,953 $1,997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 아닌 부부 $954 $976 

주: 소득이 있을 경우, 귀하가 매월 지급 받는 연금은 일반적으로 연방 SSI 지급금의 최대금액보다 낮을 것입니다. 귀하의 
모든 소득을 저희에게 신고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일부 주에서는 금액을 추가하여 연방 SSI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주 에 거주하시는 경우, 보다 높은 금액의 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의 소득 한도액은 이 표에 
나온 한도액 보다 높을 수도 있으며 그렇더라도 수혜자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자를 위한 정보

대부분의 메디케어 비용은 의료비의 인상에 따라 올해 인상됩니다. 

2007 2008 

병원보험 (Part A) 

60일까지의 입원에 대한 환자 부담금 $992 $1,024 

61일부터 90 일까지의 입원에 대한 
환자 부담금 

하루 $248 하루 $256 

90일 이상의 입원에 대한 환자 부담금 
(최대 60 일더) 

하루 $496 하루 $512 

20일까지의 전문 요양시설 입원에 
대한 환자 부담금 

$0 $0

21일간 100일간의 전문 요양 시설 
입원에 대한 환자 부담금 

하루 $124 하루 $128

Part A 보험 구입: 메디케어 Part A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는 귀하께서 받아 놓은 사회보장 크레딧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40 크레딧 $0 $0 

30-39 크레딧 월 $226 월 $233

30 미만 크레딧 월 $410 월 $423

진료보험 (Part B)

보험료(Premium) 월 $93.50 월 $96.40**

공제금액(Deductible) 연 $131 연 $135

환자가 공제금액을 지불한 후, Part B 는 해당서비스의 80 퍼센트를 부담합니다. 

주: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에서 귀하의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할 수도 
있으며, 일부 경우, 귀하의 공제금액과 기타 귀하께서 부담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의료지원 기관(Medicaid), 
사회 서비스 및 복지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 매달 표준 보험료(Premium)는 $96.40 달러 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보험료(Premium)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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