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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U 775 Secure Retirement Plan(보장성 퇴직 신탁)은 홈 케어 종사자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입니다. Secure Retirement Plan(보장성 퇴직 신탁)의 목표는 퇴직시 추가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분담율은 적격 1시간 당 0.25 달러에서 0.50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다음 연례 명세서에 반영될 것입니다.
본 명세서는 퇴직 신탁의 2차 년도 연말 계정 잔고를 반영합니다.
1차년도 3/1/16-2/28/17에 보고된 총 시간
2차년도 3/1/17-2/28/18에 보고된 총 시간
상태: 아직 미확정
2/28/2017 현재 전년도 말 계정 잔고
고용주 분담금
이익 증가
비용 절감
2/28/2018 현재 신년도 말 계정 잔고

xxx.xx
xxx.xx
$
$
$
$
$

205.64
136.57
12.42
- 21.73
332.90

1. 보고된 총 시간 – 플랜의 첫 2년간 보고된 간병 시간. 플랜에 가입되려면 서비스의 영구 중단2
없이 계획에 명시된 3년 동안 플랜당 연간 300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상태 - 3년 동안 매년 최소 300시간을 근무한 후에 계획에 가입됩니다3. 보험금을 인출하려면
가입된 상태이고 정상 은퇴 연령인 65세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3. 전년도 연말 계정 잔액 - 최종 플랜 년도 말 현재 계정 잔액입니다.
4. 고용주 분담금 - 이것은 귀하에게 적용되는 노사 단체 협약서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을
반영합니다1. 모든 플랜 분담금은 고용주가 전적으로 납부합니다.
5. 수익 - 이것은 계획에서 얻은 투자 이익 및 이자 소득으로 인해 귀하의 계좌가 증가했음을
반영합니다. 이 계획에 대한 투자는 Secure Retirement Trustees(보장성 퇴직 신탁 위원장)가
지시합니다.
6. 비용 - 플랜의 운영비로 인해 계정 잔고가 감소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 비용은 가입자 계정
관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7. 연말 잔액 - 2018년 2월 28일 현재 계정 잔액입니다.
명세서 내용이나 플랜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Retirement Specialists(퇴직 플랜 전문가)의 연락처 1-866-770-1917로
전화하셔서 3번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에서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시간에 대한 내용은 www.seiu775.org에서 노사 단체 협약서 사본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PTO 및 교육 시간은 보고된 총 시간에
포함되지만 근무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5년 연속 300시간 미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영구 중단됩니다.
33차 플랜 년도는 2019년 2월 28일에 끝납니다.
1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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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간의 세부 사항

근무일

분담 고용주

근무

총 시간

시간1
3월 17일

SRT 고용주

4월 17일

SRT 고용주

5월 17일

SRT 고용주

6월 17일

SRT 고용주

7월 17일

SRT 고용주

8월 17일

SRT 고용주

9월 17일

SRT 고용주

10월 17일

SRT 고용주

11월 17일

SRT 고용주

12월 17일

SRT 고용주

1월 18일

SRT 고용주

2월 18일

SRT 고용주
총 합계

본 명세서에 있는 데이터는 고용주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후속되는 분담금 정보, 플랜 약관,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s(적격가사관계명령), 그리고 보험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증빙 자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명세서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기간에 대한 감사 조정분은 다음
명세서에 반영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웹사이트:
전화:
우편: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
1-866-770-1917, 내선 3
Secure Retirement Plan Administrative Office
C/O ZENITH-AMERICAN SOLUTIONS
11724 NE 195th Street, Suite 300
Bothell, WA 98011-8242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알려주셔서 명세서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Чтобы прочитать это письм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ерейдите по ссылке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statement/russian
如 需查看信函的中文版 ，请访问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statement/chinese
Para leer una copia de esta carta en español, ingrese en www.myseiubenefits.org/spanish
Để đọc bức thư này bằng tiếng Việt, hãy truy cập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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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본 편지를 한국어로 읽으시려면,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korean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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