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S CONNECT 설명서
연금국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관장하며, 미국 장로교단 관련 기관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은퇴, 의료, 사망, 그리고 장애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연금국은
보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그리고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는 연금국이 제공하는 플랜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사항을 요약합니다.

요약 (Summary)
Benefits Connect 는 연금국 혜택 웹사이트로써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과 혼자된
배우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과 혜택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며, 온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 교회 재정/행정 담당자들이 고용기관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에 관련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안전한 연금국 사이트는 128-bit encryption (HTTPS) 를 사용하여 여러 층의
안전망으로 보호되어 가입자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보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정도의 안전 장치는 보통 민감한 거래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Benefits Connect 에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Pensions.org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Benefits Connect 에 로그인하십시오. User profile 을 만드는 절차를 하나씩
밟으시고 다 마친 후에는 반드시 스크린 오른쪽 위 코너에 있는 Log Off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공공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기록을 모두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가입자 (Active Members)
이용 자격이 되는 가입자 (Who is Eligible)
현재 근무중인 가입자는 집주소나 우편 주소가 미국내이고, 아래와 같은 자격으로 혜택
플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Benefits Connect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과도기 혜택에 등록되어 있거나,
무료 혜택 기간 중이거나,
Medical Continuation Program 에 등록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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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생으로서, 혹은
장애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

할 수 있는 일 (Available Options)
•
•
•
•
•
•
•

자신의 인적 사항, 부양 가족, 혜택 등록, 그리고 근무 정보를 검토하고,
연락 정보를 변경하고,
혜택을 선택하고,
혜택을 선택/변경하고, 자격이 되는 삶의 변화에 따라 부양 가족과 수혜자를
변경하고,
수혜자를 추가/변경하거나 사망혜택 배분을 변경하고,
은퇴 연금 예상액을 계산해 보고,
혜택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와 혼자된 배우자 (Retirees & Survivors)
이용 자격이 되는 가입자 (Who is Eligible)
집주소나 우편 주소가 미국내이고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은퇴한 가입자와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는 Benefits Connect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Available Options)
•
•
•
•
•

개인 연락 정보를 체크하고 변경하며,
은행 자동입금, 혜택 지불, 세금 공제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혜자를 추가하고, 바꾸거나, 사망혜택 배분을 변경하고,
연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를 만들 수 있으며,
혜택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담당자와 행정 담당자
(Church Treasurers & Business Administrators)
이용 자격이 되는 가입자 (Who is Eligible)
교회나 고용기관의 주소가 미국내이고, 연금국으로부터 현재 매달 청구서를 받고 있는
교회나 고용기관은 한 사람의 대표를 지정하여 Benefits Connect 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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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 (Available Options)
•
•
•
•

고용기관의 연락 정보를 검토하고,
고용인의 급여 정보를 검토, 변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가입자를 혜택에 등록하고,
가입자의 퇴직을 보고합니다.

질문
Benefits Connect 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연락하십시오.

PTS-634 Rev. 9/17

Page 3 of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