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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은 www.seiu775.org에서 노사 단체 협약서 사본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PTO 및 교육 시간은 보고된 총 시간에 

포함되지만 근무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분담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간. 
3 1시간을 획득하기 전에 "서비스를 영구 중단하는 경우", 새로운 귀속 규칙은 참여자로서 플랜에 다시 가입한 후에 계정에 대한 

분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영구 중단 전의 모든 분담금은 상실됩니다. 5년 연속으로 귀속에 필요한 시간 미만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영구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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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귀하, 

 

SEIU 775 Secure Retirement Plan(보장성 퇴직 신탁)은 홈 케어 종사자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된 플랜입니다. 

Secure Retirement Plan(보장성 퇴직 신탁)의 목표는 퇴직시 추가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6년 3월에 플랜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근무 시간1에 대해 수령되는 분담금은 $0.23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담금은 $0.25에서 $0.50로 증가했으며, 2019년 7월 현재 근무한 총 시간에 따라 고용주 분담금은 $0.50에서 

$0.65까지입니다.  
 

처음 3년간 플랜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한 후, Secure Retirement Board of Trustees(보장성 퇴직 신탁 이사회)는 

경비를 줄이고 참여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7월 1일에 발효된 플랜에 대한 일부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2019년 7월 1일 이전에 계획에 가입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자동 귀속 - 2019년 7월 1일부터 혜택은 항상 100% 귀속됩니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소 1시간을 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3 
 

2. 계정에서 $2,400 이상을 보유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월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더욱 유연한 퇴직금 규칙. 
 

3. 수혜자 지정 - 이제 이 플랜에서는 결혼한 참여자가 배우자의 동의 하에 유족 급여를 수령하는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Summary Plan Document(플랜 요약서)는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에서 제공되며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myplanbg.org에 있는 My Plan을 방문해서 귀속 상태를 검토하고,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수혜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모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를 성심껏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Secure Retirement Trustees(보장성 퇴직 신탁 위원장)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계정 정보: 

일반 플랜 정보: 

www.myplanbg.org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 
 

전화: 1-866-770-1917, 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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