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여름 연금국 소식

미국 장로교 연금국은 매 정기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연금국 소식(Board Bulletin)을 발행합니다. 이는

주요 회의 정보뿐 아니라 연금국에서 관장하는 플랜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조치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연금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임된 자원에 대해 교회와 혜택 플랜 가입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연금국 정관에 따라 매해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는 연례 회의이며, 이 회의에는 최종 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정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사회는 2019년 6월 22일에 연례 회의를 마쳤으며 이

회의에 2018년도 감사 재정 보고서 및 2018년도 연례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름 이사회 회의에서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인 Michael F. Fallon Jr.부사장은 연금국의 재정은

탄탄하며, 연금국 플랜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혜택 담당 최고 책임자인 Patricia M. Haines 부사장과 정보 관리 담당자인 Todd Ingves 부장은 연례

수입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절차와 의료 부담금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전체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발표는 건강 관리 위원회 (Healthcare Committee)에서 봉사하지 않는 이사들에게

특히 유익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이사회의 보험 계리사와 협의하여 연금국 직원이 준비한 재무 예측 및

추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부담금 조치에 대하여 적절히 권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 보험 패키지 (Pastor’s Participation)의 의료 혜택
부담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2020년에 목회자 보험 패키지의 의료 혜택 부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의료보험 부담금이 3년 연속 실제 급여의 25%에 머물러 있다는 건강 관리 위원회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의 적용 범위는 가족입니다. 2020년도 목회자보험 패키지의 의료보험 최소 및 최대 의료

부담금 기준은 각각 44,000달러와 124,000달러로 유지됩니다. 이 최소 및 최대 급여 금액에 따라

고용주가 의료보험 부담금 청구를 받습니다.

고용주마다 고유하게 적용되는 메뉴 옵션에 따른 2020년 의료혜택 비용은 7월 중순부터 Benefits

Connect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때부터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 (Employer

Agreement)에 접속하여 연간 등록 기간 (Annual Enrollment)에 직원에게 제공할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Medicare Supplement 플랜 월 부담금은최고$15
정도 오릅니다

이사회는 2020년도 Medicare Supplement 플랜 부담금을 매달 가입자당 최고 $15 인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담당 직원에게 위임했습니다. 청구 경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참조하여 가을에 담당 직원이 요금을

공지할 것입니다. 부담금 변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Milliman의 경험 분석과 향후 비용

예측을 토대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정보를 검토한 뒤, 건강 관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요금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10년간 포트폴리오 장기 수익률 10.3%가 2019년 4월 30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인 Judith D. Freyer부사장은 2019년도 연금국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가 세계 경제 및

정치적 틀 내에서 연 누계 9.9%의 실적을 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였으며

10년간 10.3%의 수익을 내며 지난 2019년 4월 30일에 마감했고, 20년간 6.7%의 수익을 내며 2019년

4월 30일에 마감했습니다.

Freyer 부사장은 2019년도 투자 전략 개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연금 플랜, 사망 및 장애

플랜, 양로 기금, 보조 프로그램, 및 의료 준비 자산뿐 아니라 연금국에 주어지는 제한된 기금을

포함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기준, 해당 포트폴리오는 98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녔습니다.

Suzanne P. Welsh 투자 위원장은 혜택 플랜 가입자와 수혜자를 대신하여 투자 위원회 업무 개관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체 투자 구성요소를 검토했고 부실 채권 및 사모 펀드 합자

회사에 매진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2019년 4월 30일, 미국 주식에 35.4%, 국제 주식에 20%, 고정 자산에 29.8%, 기타 자산에

14.8%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자산이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현재 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자문인 및 감사관 참여

이사회는 아래 자문인 및 감사관 지정을 재확인했습니다:
•
•
•
•
•

Willis Towers Watson: 연금 및 사망 장애 계리 자문
Milliman Inc.: 의료비 계리 자문
Ballard Spahr LLP: 법률 자문

Deloitte & Touche LLP: 외부 감사
Protiviti: 내부 감사

다음 이사회 회의는 2019년 10월 24~26일에 Denver, CO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Corporate Secretary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215-587-76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