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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미래 설계

은퇴설계·충분한 보험 유지·유산분배 계획 만들기

어

느 순간 근로생활은 은퇴생활로 바뀝게 됩니다.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 가능한한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은퇴 직전 몇년

동안의 계획과 저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을 위한 투자
부부중 최소한 한명 이상이 90세 또는 그보다 더 오래 사는 일은
드문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수입이 없는 몇십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retirechart.html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은퇴 연금 수령금의 월 추정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온라인에서 “my Social Security” 어카운트 (www.SSA.gov/
myaccount/)를 만드십시오. 사회보장 관리국(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은 온라인 어카운트가 없는
25세에서 60세까지의 근로자들에게는 5년에 한번씩, 그리고
60세 이상일 경우 매년 종이 명세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종이
명세서의 발송 횟수가 어카운트의 오류를 감시하고 미래의 연금
수령을 계획하기에는 너무 드물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어카운트를

우선 시작으로 은퇴계좌의 “따라잡기 제공(catch-up provision)”

신청하십시오. 그 이외의 유일한 선택권은 인쇄본이 필요할 때마다

을 활용하십시오. 50세 이상일 경우 IRA(개인 은퇴 계좌), 401(k)

양식 7004(www.SocialSecurity.gov/myaccount/materials/

또는 그 밖의 은퇴계좌에 매년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pdfs/SSA-7004.pdf)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4주에서 6주 정도

이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국세청(the Internal Revenue

소요).

Service,IRS) 웹사이트(www.IRS.gov/Retirement-Plans/
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Contributions)를 방문하시거나 여러분 직장의 혜택 관리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IRA, 401(K) 플랜, 퇴직연금, 종신연금 등
기타 은퇴계좌들은 59 ½세부터 벌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사직 또는 해고된 해에 55세 이상인 경우 59 ½
세 이전에 벌금없이 401(k) 또는 이와 비슷한 은퇴계좌에서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자들또한 길어진 수명의 요구를

분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기대하시기 전에 연금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자금을 자산증식과 수입을 위해 투자(다른

관리자에게 해당 은퇴계좌의 규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말로 주식이나 채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인(위험이
낮은) 저축 방법은 충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 합니다. 개개인을 위한 최적의 투자 계획은 위험부담 허용
정도와 자금원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SEC)의
투자자 교육 웹사이트(www.Investor.gov)에서 더 많은 정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재정

로스(Roth) IRA에서는 언제든지 벌금없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계좌 수익은 59 ½세부터 세금 및 벌금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www.Schwab.com/public/schwab/investing/
retirement_and_planning/understanding_iras/roth_ira/
withdrawal_rules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다는 기본 상담 수수료만을 부과하는 재정 전문가의 자문을

재정적 어려움에 의한 인출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IRS의 공식에 따라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www.SEC.gov/investor/pubs/

균등하고 정기적으로 예정된 분배금을 인출할 경우 59 ½세 이전에

invadvisers.htm).

벌금없이 은퇴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www.

은퇴 수입
출생시기에 따라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만기 퇴직 연령은 65
세(1937년 또는 이전 출생)부터 67세(1960년 또는 이후 출생)까지
입니다. 빠르게는 62세부터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만기은퇴 연령 이전에 수령을 시작할 경우 매월 받게 될 연금 수표의
금액이 평생동안 줄어 들게 됩니다. 70세까지 기다릴 경우 수령
금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www.SSA.gov/planners/retire/

Bankrate.com/finance/retirement/penalty-free-401k-ira-withdrawals-1.aspx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은퇴계좌 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재정적 결정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않되는 선택입니다. 벌금이나 세금
부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시기 전 재정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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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퇴 계좌는 나이에 상관없이 벌금없는 인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은 고용주 후원 은퇴계획들과 IRA가 허용하는 최대 적립금을 채운
후에도 지속적인 저축을 하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 모기지가 모든이에게 적합한것은 아닙니다. 이 대출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곧 이사를 갈 계획이시거나 많은 돈이 팔요하지 않으실

홈 에퀴티 융자 (Home equity loans)

경우 역 모기지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홈 에퀴티는 주택의 가치에서 채무금을 뺀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Medicaid 또는 SSI와 같은 주 또는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홈 에퀴티 융자의 이자율은 소비자 신용 및 기타 융자의 이자율보다

역모기지 지급금을 받은 한달내에 그 지급금을 모두 지출해야 하며

낮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홈 에퀴티 융자의 이자는 세금공제가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자격을 잃을 수도

됩니다.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홈 에퀴티 융자는 좋은 재정적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집을

자산 보호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월 납입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집을 빼앗길(차압) 수도 있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또는 소송 등에 의한 손실로부터의 회복은 불가능
하거나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홈 에퀴티 융자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믿을 만한 대출기관만

충분한 보험의 필요성도 증가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자동차 그리고

상대하십시오.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고의로 상환이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비싼 홈 에퀴티 융자를 제공해 주택을 차압하는 부정직한
대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택을 담보로하는 대출과 관련해
접근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불충분한 보험은 매우 위험한 일 입니다.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보험 한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몇년에 한번씩,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예를 들어 반려견을 갖게 됬거나 여러분의 십대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대출 계약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많은 지역

자녀가 운전을 시작할때 등) 또는 자산(예를 들어 주택을 증축 하거나

변호사 협회, 노인단체 그리고 대학에서 저렴한 볍률 서비스를

새 자동차를 구입했을때 등)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험 한도를

제공합니다. 또는 정부승인 주택 상담기관에 연락해 안내를

검토해 보십시오.

요청하십시오(www.HUD.gov/offices/hsg/sfh/hcc/hcs.cfm).

역 모기지(Reverse mortgages)
역 모기지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일반적으로 62세 이상)이 약간의
채무 또는 채무가 없는 본인 주택의 에퀴티를 이용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월 납부금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는
일시불, 월별 일정 금액, 신용 한도(line of credit) 또는 이들의 조합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붙으며 집이 팔리거나 마지막 생존 채무자가
사망할 때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집을 소유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역
모기지를 상환하기 위한 새로운 모기지를 받는것이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의 가치가 대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주택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주택 판매가와 상환금의 차액을 갖게 됩니다.
만약 대출 금액이 주택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 대출기관은 추가 지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 우산 책임 보험(umbrella liability
policy)에 가입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추가 보험은 기본적인 주택 소유자, 임대인 또는 자동차 보험의
한도가 부족할 때 추가 책임 보험을 제공해 줍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횟수와 피해 보상 금액을 고려할 때 우산 책임 보험은 중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정보 연구소(th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www.
III.org)) 또는 소비자 보호단체의 보험 교육 웹사이트(www.
Insurance-Education.org)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 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간병 보험은 양로원 또는 자신의 집에서 식사, 목욕 그리고 옷입기
등과 같은 일상 생활에 대한 도움을 받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메디케어(Medicare)와 대부분의 사설 의료 보험은 “전문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지불하며 “관리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2015년 이후로부터 역 모기지 신청자들은 지속되는 주택 소유

않습니다. 대출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자동차 및 주택 소유자 보험과

비용(유지 보수, 재산세, 보험 등) 감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달리 간병 보험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신용 평점 검토를 포함한 대출기관에 의한 “재무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역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승인
주택상담원과의 상담도 필요로 합니다. 해당 주의 상담원 추천은
AARP (800-209-8085) 또는 HUD (800-569-4287)로

일반적으로 말해 보험료와 보험 가입이 거부될 확률은 나이가
듦에 따라 높아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간병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50대에 가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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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합니다.
간병 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실 경우 여러곳을 알아보시고 보험료와
함께 보험의 특징과 약관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해당 보험이
모든 질병의 간병을 위해 지불하는가? 혜택을 받기 전에 대기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보험료가 인상될
것인가? 등을 알아보십시오.
www.LongTermCare.gov에서 간병 보험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금액은 고용주가 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지불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고용주에 연락해 자격 여부를 알아 보십시오.
COBRA의 최대 기간은 18-36개월이므로 영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을 가진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을 경우 그들의 의료 보험에
들어가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고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방 의료보험 거래소(the federal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나 주정부의 의료 보험 교환 프로그램(health

고용주를 통한(본인 혹은 배우자의 고용주를 통한) 의료 보험이

insurance exchange)에서도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

없거나 고용주 지원 의료 보험보다 메디케어를 선호할 경우 벌금을

있습니다. 적정가 보장 법안(the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피하기 위해서는 칠개월 초기 가입 기간(65번째 생일이 있는 달 3

보험 가입을 좀 더 저렴하게 해주는 보조금 수혜 자격을 얻을 수도

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동안 가입해야 합니다. COBRA 또는

있습니다. www.HealthCare.gov에 방문하셔서 더 상세한 정보를

고용주 제공 퇴직자 의료 혜택을 받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일을

얻으실 수도 있고 가입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소득을

그만둔지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AARP 웹사이트(www.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없어집니다. 보조금

AARP.org/health/medicare-insurance/info-04-2011/

자격이 않될 경우 사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medicare-enrollment.html)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불 능력 이상의 의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채권 추심업자가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공정 채권 추심법(the Fair Debt

65세 이전에 메디케어 추가 보험(Medicare Supplemen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에 따른 채무자 권리에 대해

Insurance(Medigap))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 사설 보험은

알고 계십시오. 소비자보호단체의 채권 추심에 대한 진실(www.

메디케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야하는 공제금(deductible)과

Consumer-Action.org/english/library/C428)을 읽어 보시면

본인부담금(copayment)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합니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비영리 신용 상담 기관

(메디 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Plan: 기본

(www.NFCC.org or 800-388-2227)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기타 보험을 제공하는 HMO 또는 PPO 의료 플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Medigap이 필요하지 않으며, 저소득과 적은 자산을 가진 경우
해당 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edigap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Medicare.gov/
supplement-other-insurance/medigap/whats-medigap.
html에서 혹은 800-Medicare (800-633-4227)로 전화하셔서
Medigap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Medicare.gov/sign-up-change-plans/medicarehealth-plans/medicare-advantage-plans/how-medicareadvantage-plans-work.html에서 메디 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Plan)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부채들을 감당할수 없게 될 경우 파산신청이 한가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신용을 손상 시키지만 가장 필요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산신청에는 많은 규칙과 요구 사항이
따릅니다. 전국 소비자 파산 전문 변호사 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nsumer Bankruptcy Attorneys)의 웹사이트
(www.NACBA.org)를 방문하셔서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미국 관재인 프로그램(The U.S. Trustee Program (www.
Justice.gov/ust/))은 파산 전 신용 상담에 관한 정보와 링크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파산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https://www.consumer-action.org/korean/
articles/personal_bankruptcy_ko).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은퇴할 경우(그리고 메디케어가 시작되기 전일
경우) 또는 고용주 지원 의료 보험을 상실하고 새로운 직업을 즉시
찾을 수 없을 경우 다른 형태의 의료 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손자녀들을 양육하는 조부모님들
오늘날 더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나이든
후에 가족을 보살피는 것에 따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다른 선택으로는 고용주 제공의 의료 보험 플랜에 계속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본인의 은퇴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Reconciliation Act)가 포함됩니다. 고용인으로써 납부했던 것 보다

계좌에 대한 적금을 중단하거나 50대 또는 그 이후에 많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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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미래 설계
조기 인출할 경우 은퇴 자금을 다시 마련하기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본인의 유언장, 법정 대리인 위임장,

것입니다.

의료결정 대리인(의료 위임장) 그리고 사망 선택 유언장에서 찾을 수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조손가족들(grandfamilies)을 위한 다양한

있도록 하십시오.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활용하십시오. Read Raising

유산분배계획의 핵심 목표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 외에도 유언

Grandchildren Gives Rise to Financial Challenges (http://

검증(probate)을 피하고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유언 검증은

resourcecenter.CUNA.org/331/article/3031/html)를 읽어

고인의 최종 문제들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어떤

보시고 다양한 선택사항들과 관련자료에 대한 링크에 대해 알아

사람들에게는 신탁을 조성해야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유산분배

손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 조부모님들의 납세 금액이 변경될

계획에 대한 안내서들이 많이 있지만 거주하는 주에 있는 경험 많은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세금절감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공제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십시오(주에 따라 관련법이 다릅니다).

및 면제에 대한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으며 자녀 세액 공제(Child

이것은 혼합 가족(blended family), 결혼하진 않은 동거인 또는

Tax Credit)와 부양 가족 면제(dependent exemption)가 그

어린 자녀들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일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www.IRS.gov를 검색하시거나 위와 관련된
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격이 있는 절세 항목들을 찾아
보십시오.

이메일,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어카운트(블로그, 사진 앨범,
음악 라이브러리,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등)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어카운트들의 접속 방법과 디지털 자산의

손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에 공동 서명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처분 방법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소비자보호단체 뉴스의 디지털 재산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조부모님이

관리 계획 편(www.Consumer-Action.org/news/articles/

대출을 대신 갚아야만 합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납부금을

digital_estate_planning_spring_2015)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수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의 15%까지 지불을 보류할 수 있으며 모든 세금 환급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설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납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에서 소송을 통해 미상환 잔액금과 그에대한 이자,

www.Nolo.com에서 유산분배 계획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그리고 법률 비용을 더한 금액을 요구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의 판결에 의한 추심이 조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분배 계획

컨수머 액션(Consumer Action)
www.consumer-action.org

유산분배 계획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순자산

소비자 보호단체는 다양한 언어의 소비자 교육 출판물, 지역 사회

가치에 상관없이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봉사 활동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춘 옹호 등을 통해 전국의 사회적

기본적인 유산분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위가 미약한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 자산과 개인 소유물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립니다.

■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소비자 조언 및 지원: 조언 및 추천 핫라인으로 소비자 불만을

■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재정 관리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신고하십시오: http://www.consumer-action.org/hotline/

■ 만약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재산
결정권을 맡길 것인가?
■ 만약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의료
결정권을 맡길 것인가?
■ 만약 내가 의사표현불능의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떤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어떤 치료는 원하지 않는가?

complaint_form 또는 415-777-9635.
중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상담 가능
이 출판물은 소비자 보호단체의 금전 관리 프로젝트로 인해 지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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