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로교 연금국

2022년 목회자 선택 (Minister’s Choice)
목회자 선택(Minister’s Choice)은 Word and Sacrament의 목회자에게
목회 사역 중 및 은퇴 후 중요한 소득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혜택 패키지입니다.
목회자 선택(Minister’s Choice)은 Pastor’s Participation의 일부인 연금, 사망 및 장애
혜택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CREDO, Board University,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및 안식년 보조금(Sabbath Sabbatical
Support)을 포함하여 목회 활동 양성 및 목회자 육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조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혜택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주는
목회자와 가족들에게 퇴직 후 의존할 수 있는 재정 소득 및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보호받을 것을 아는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연금, 사망 및 장애 혜택 포함

종합적인 재정적 보호

목회자 선택(Minister’s Choice)은 외부 재정 상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재정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
~

~

확정 연금 플랜(Defined Benefit Pension Plan)은 실제 급여(법정 한도로 상한액이
정해짐) 또는 고용 직급 중간 급여보다 경험 분배 및 연금 크레딧 발생과 같은
특별한 기능을 더 많이 포함합니다. 가입자의 생존 배우자의 삶을 위해 유족자 연금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 및 장애 플랜(Death and Disability Plan)은 장기 장애 발생 시 가입자를
보호하고 유족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시 장애 플랜(Temporary Disability Plan)은 14일의 대기 기간 후 최대 90일
동안 장애에 대한 주별 소득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실제 급여의
60%를 제공합니다. (2021년 최대 290,000달러)

직원 지원 플랜(Employee Assistance Plan)은 Cigna 행동 건강을 통한 기밀
자원으로서 상담 세션, 재정, 조세 및 법률 지원, 아동 및 노령자 돌봄 자원 등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 및 비용
~
~
~

직원 지원 플랜 이용

CREDO 및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포함

위임 목회자가 아닌 비위임목회자 .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의 10%를 고용주가 전액 지급.

위임목회자는 Pastor’s Participation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주당 최소
20시간을 근무하는 비위임목회자들에게도 Pastor’s Participation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의 10%로 고용주가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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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목회자 선택 (Minister’s Choice)
보조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목회자 선택(Minister’s Choice)를 통해 목회 활동 양성 및 목회자
육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조 및 교육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선택(Minister’s Choice)에 가입하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
~

CREDO 및 Board University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응급 보조금(Emergency Assistance), 입양
보조금(Adoption Assistance), 대학 진학 지원(Transitionto-College Assistance) 및 안식년 보조금(Sabbath
Sabbatical Support)을 포함한 보조 프로그램

목회자 선택(Minister’s Choice) 및 기타 혜택

고용주는 목회자 선택(Minister’s Choice)을 제공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은퇴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및 세금 우대 계좌에서
다른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
~

의료 플랜(PPO, EPO 또는 HDHP)
치과 플랜

안경/콘텐츠 플랜(Vision Eyewear Plan)

탄력적 지출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s)
은퇴 저축 플랜(Retirement Savings Plan)

* 가입자는 추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혜택

PASTOR’S PARTICIPATION

MINISTER’S CHOICE

✔

✔

$

+

임시 장애 플랜

✔

✔

✔

✔

추가 장애

$

+

$

+

직원 지원 플랜

✔

+

✔

✔

안경/콘텐츠 플랜

$

+

$

+

은퇴 프로그램

확정 연금 플랜

은퇴 저축 플랜

재정 보호 프로그램
사망 및 장애 플랜

추가 사망

건강 프로그램
의료 플랜

치과 플랜

✔ 패키지에 포함

$ 필수 제공;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제공될 수 있음;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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