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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oe 
123 Anywhere Street 
Some Town, US 12345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귀하의 계정 요약  
 

 이 기간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초기 잔액 $390.73 $390.73 
고용주 분담금 0.00 0.00 
배당/몰수 0.00 0.00 
비용 및 기타 활동 -4.47 -4.47 
투자 수익/손실 -4.27 -4.27 

마감 잔액 $381.99 $381.99 

확정 잔액 $381.99 $381.99 

 
수혜자 정보  
수혜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웹사이트 
www.millimanbenefits.com에서 수혜자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SEIU 775 Secure Retirement Trust(보장성 퇴직 신탁)가 전해드리는 중요 메시지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귀하의 지명 수혜자가 귀하보다 오래 생존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 수혜자는 귀하의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해당 주법에 의거)가 되거나 귀하의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귀하께서 65세 이상이고 보장 고용으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경우 월 배당금 대신 모든 규모의 
계정에 대한 일시불 직접 이월이 허용됩니다. 

 
• 업데이트된 Summary Plan Document(플랜 요약서)는 www.millimanbenefits.org 또는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SEIU 775 Secure Retirement Plan(보장성 퇴직 신탁, SRP)은 귀하께서 퇴직하실 때 추가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 명세서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귀하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잔액은 myseiu.be/myplan−srp(또는 
www.millimanbenefits.com)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https://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중국어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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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Doe 
987 Somewhere Street 
Hometown, US 98765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귀하의 계정 요약  
 

 이 기간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초기 잔액 $1,203.44 $1,203.44 
고용주 분담금 0.00 0.00 
배당/몰수 0.00 0.00 
비용 및 기타 활동 -13.77 -13.77 
투자 수익/손실 -10.76 -10.76 

마감 잔액 $1,178.91 $1,178.91 

확정 잔액 $1,178.91 $1,178.91 

 
 
수혜자 정보  
수혜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웹사이트 
www.millimanbenefits.com에서 수혜자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SEIU 775 Secure Retirement Trust(보장성 퇴직 신탁)가 전해드리는 중요 메시지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귀하의 지명 수혜자가 귀하보다 오래 생존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 수혜자는 귀하의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해당 주법에 의거)가 되거나 귀하의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귀하께서 65세 이상이고 보장 고용으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경우 월 배당금 대신 모든 규모의 
계정에 대한 일시불 직접 이월이 허용됩니다. 

 
• 업데이트된 Summary Plan Document(플랜 요약서)는 www.millimanbenefits.org 또는 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SEIU 775 Secure Retirement Plan(보장성 퇴직 신탁, SRP)은 귀하께서 퇴직하실 때 추가적인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 명세서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귀하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잔액은 myseiu.be/myplan−srp(또는 
www.millimanbenefits.com)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https://www.myseiubenefits.org/retirement/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중국어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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