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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 및 은퇴 
혜택

미국 연금 및 혜택(연금 및 혜
택)은 소속 교회가 연금 및 혜
택을 지원하는 활동 중이고 자
격 있는 사역자들에게 무료로 
일정 정도의 생명 및 장애 보
험과 은퇴 계좌 보충을 제공
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
다. 이는 자격 있는 사역자들의 
403(b) 은퇴 저축계획 계좌에 
연금 및 혜택이 제공하는 분담
금을 포함합니다. 

이 책자는 그러한 무료 혜택들
의 구체사항을 제공하고 그것
을 받기위한 자격요건을 설명
합니다. 자격 있는 분들이 그러
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목사님들과, 교회 회계, 그리
고/또는 위원회 위원들이 이 정
보에 친숙해 지시기 바랍니다.  

단 월터 (Don Walter)
디렉터
미국 은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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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혜택 제공 혜택들
다음 혜택들은 미국 연금 및 혜택이 자격 있는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목회자 생명보험 계획
 기초 장기 장애
 나사렛 403(b) 보험 은퇴 저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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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생명보험 계획저는 자격이 
되나요?

귀하는 생명보험으로 귀하에게 $15,000, 배우자에게 
$1,000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하가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자격이 없다 해도 보장 중단 31일 이내에 개인적으로 
전환하는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국 연회에서 사역
하는 연회 인정전도사이거

나 안수 목사입니까?

나사렛 교회나 나사렛 교회 
기관의 피고용인입니까? 

그것이 지난 1월이고 당신
은 연례 연금 보충(Annual 
Pension Supplement) 부담

금 자격이 되십니까?

전임이고 생계를 의존하나요
(full-livelihood)?

당신의 사역 임무
는 무엇입니까?

이 총회 연도에 당신의 고용
자는 적어도 1달러를 은퇴 및 
연금 기금에 지불했습니까? 

당신의 고용인은 403(b) 참여 
동의(participation agreement)

를 파일에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70.5세 미만입니까?

당신은 기초 연금 계획 혜택
(Basic Pension Plan benefit)

을 받고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올해에 목회자 생명 보

험 혜택으로 보장받습니다

당신은 올해에 목회자 생
명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

이 없습니다.

보장 효력 개시일: 2009년 1월 1일

아니오

예

목사
연회 감독

목회 봉사
부흥사
연회 임무

다음 웹사이트에서 
오늘 지원하십시오. 
WWW.PBUSA.ORG

그것을 연금 및 혜택에 제출하기 전, 수혜자를 지정하
고, 날짜를 명시하고, 서명하기 바라실 것입니다.

*전임사역은 연금 및 혜택 기금 할당액을 지불하는 미국의 나사렛 교회나 연회 
사무실에서 연간 30주 이상 매주 30시간 이상 사역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생계의존은 (나사렛 교단 INC에 정의된 대로) 매년 수입(net income)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금 및 혜택 기금 할당액을 지불하는 미국 연회의 나사렛 교회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됨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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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위한 
대기기간이 없음

기초 장기장애 보험

목회자 생명보험 자격이 있으시면, 기초 장기장애 보험 
자격도 있습니다. 이는 이 계획하에 연금 및 혜택 기금이 
제공하는 매월 최대 $400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혜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업상 또는 비직업상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연속으로 3개월 일을 하지 못했어야만 합니다.지원이 

필요치 않음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LTD 혜택 지금이 다음과 같이 다음의 
기간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1983년에 수정된 사회보장 통상 은퇴연령에 규정된 
통상 은퇴연령에 귀하가 도달하는 달력상의 달. 또는
(귀하가 60세가 된 이후에 장애가 시작될 경우) 다음 
스케줄에 명시된 대로 장애 개월 수의 만료.

계획의 중요한 특징 및 
한계

이미 존재하는 상태들 
(Preexisting Conditions)
장기 장애보장 효력이 시작되기 
직전 6개월 내에 진단, 처치, 의료 
돌봄을 받으셨으면 (“뒤돌아봄 기간” 
[look-back period]) 혜택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보장 효력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장애가 발생, 그리고
그 장애가 뒤돌아봄 기간 중에 
진단, 처치, 의료 돌봄을 받은 
것과 같은 것에 기인할 경우.

재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귀하가 수입 
있는 고용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혹시 애트나 재활 
서비스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우리의 컨설턴트들이 각 장애 보장 
청구를 검토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구를 검토한 후, 우리 
서비스 혜택 자격이 있어 보일 경우 
귀하를 접촉할 것입니다. 애트나가 
승인한 재활 프로그램에 귀하가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안 애트나는 
귀하의 매월 혜택의 10%를 추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추가 자원들

애트나 생명 본질 (Aetna Life 
EssentialsSM)
애트나 보험은 미국 연금 및 혜택의 
생명 및 장애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더 파악해 
보십시오.  www.aetna.com/
aetnalifeessentials/index.html.

보장 효력 개시일: 2009년 1월 1일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60
48
42
36
30
24
21
18
15
12

장애기간이 시작된 나이 장애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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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효력 개시일: 2009년 1월 1일

저는 자격이 되나요?

나사렛 403(B) 은퇴 저축계획 연간 분담금

1996년 1월 1일부로, 나사렛 교단은 주요 은퇴 프로그램을 규정된 분담금(DC)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해에, 연금 및 혜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는 사역자들을 위해 
연간 연금 충당 분담금(연례 연금 보충(APS) 분담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개인 나사렛 403(b) 은퇴 저축 계획 계좌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입급됩니다.

저는 1996년 1월 1일 전에 적어도 일년 간 자격요건이 
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 혜택은 어디서 오나요? 

그러한 사역자들은 지금은 단독 규정(Single Defined) 혜택 
계획이라 알려진 규정된 혜택계획 안에서  “할아버지가 
된”(grandfathered) 참여자들로 고려됩니다. 할아버지가 
된 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하의 은퇴시에 혜택이 단순 
규정 혜택 계획 내에서 기본 연금 계획(BPP)공식에 
기초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퇴 지불은 DB와 DC 
계획에서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퇴 시, 
귀하의 사역 기간은 (1996년 이전 및 이후) 단독 규정 
혜택 계획의 BPP 부분 하에서 혜택을 정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의 총 통상 은퇴 혜택 액수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받은 APS (때로는 “상쇄”(offset)라 불리기도 
함)는 귀하의 연령과 은퇴 날짜에 기초해 일정한 “혜택” 가치가 
축적될 것입니다. APS 분담금으로부터 지불가능한 혜택이  
할아버지가 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단독 규정 혜택 계획의  
BPP 부분에서 지불될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같은 수준의 혜택으로 
두 자원에서 지불될 것입니다.

저의 모든 사역기간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 혜택은 어디서 오나요?
귀하의 혜택은 나사렛 403(b) 은퇴 저축 계획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급여에서 차감한 액수 그리고/또는 
급여 추가/상응 분담금을 통한 분담금 뿐 아니라 연금 및 혜택 기금을 조성한 어떤 돈도(APS)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함께하는 귀하의 개별적 나사렛 403(b) 계좌를 통해서 입니다.

오프셋이 계산되면 연금 및 혜택에서 APS의 누적된 가
치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피고용인, 고용인, 상응 분담금(matching contribu-
tions)은 오프셋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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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당신은 당신 이름으로 나사렛 
4039(b) 은퇴 예금 계획 계좌( Naza-
rene 403(b) Retirement Savings Plan 
account)에 이 무료 분담금(contribu-

tions)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전임이고 생계를 책임지
고(full-livelihood) 있습니까? 

당신은 미국 연회 회원으로 섬
기는 안수받은 사역자, 연회 
인정 전도사, 또는 연회 인정 

평신도 입니까? 

당신은 올 1월에 임무를 부
여받았습니까(assigned)?

당신의 고용인은 이 총회 년도
에 은퇴 및 연금 기금 목표의 적

어도 50%를 지불했습니까?

 당신은 올해에 나사렛 
4039(b) 은퇴 예금 계획(Nazarene 
403(b) Retirement Savings Plan)
에 분담금(contributions)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교회나 나사렛 
교회 기관의 피 고용인입니까?

귀하가 모든 1월 1일에 활동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귀하의 APS 기본 
및 보너스 분담금은 해당 해의 한 
시기에 입금될 것입니다. 상응 
분담금은 귀하의 나사렛 403(b) 
예치가 이루어진 해의 다음 해 
일분기에 처리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이루어진 
급여 차감 및 추가 예치는 2018년 
일분기에 상응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연금 및 혜택 기금 목표를 지정 
받지 않은 나사렛 고용인을 위해 일하는 전임 
부흥사, 전임 연회 임무 사역자, 또는 연회 
감독이라면 $1,000의 기초 APS 분담금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귀하는 자동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귀하의 교회의 역할
1. 연금 및 혜택 기금에 기여함

2. 교회가 계획 규정하에 참여하는 고용자임을 확고히 함 

다음 웹사이트에서 오늘 참여 동의 서식(PARTICIPATION AGREEMENT FORM)을 

작성하십시오. WWW.PB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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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보실 수 있으
시듯, 연금 및 혜택 기
금에 기여 여부는 목회
자의 재정에 직접 영향
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의 나사렛 교
회가 연금 및 혜택 기
금에 기여함으로써 목
회자와 다른 사역을 지
원하도록 권고합니다.

연금 및 혜택기금 지원의 중요성
연례 연금 보충(APS) 분담금은 자격이 있는 전임 나사렛 사역자, 연회 감독, 부흥사들의 나사렛 403(b) 
은퇴 저축 계획 계좌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전임사역과 전적생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안수목사, 
사역목사, 연회 인정전도사도 APS 분담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은 전임 사역을 시작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참여자가 자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때까지 매년 1월 1일에 지속됩니다.

연례 연금 보충 그리고 연금 및 혜택 제공 보험 

$0

연례 교회 연금 
및 혜택 분담금

생명보험 장애보험 기본 APS 보너스 APS 403(B) 매치

연금 및 혜택 기금 
목표의 $0

연금 및 혜택 기금 목표의 
$1- 49%

연금 및 혜택 기금 목표의 
50- 99%

연금 및 혜택 기금 
목회의 100%

연금 및 혜택 기금 
목표 그리고 교육기금 

목표의 100%

$15,000

$15,000

$15,000

$15,000

$0

월 $400

$0

$0

$200

$200

$200

$0

$0

$0

은퇴 및 연금 기금의 
10%가 지불됨

$0

$0

$0

$0

403(b) 분담금의 
$250까지 50% 

매치

적어도 50%를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교회가 
입력하는 것

여러분의 교회가 
쓸 수 있는 보조금
(GRANT)의 수

당신의 교회가 
쓸 수 있는 총 

기본 APS 금액

$1 - $1,500

$1,501 - $3,000

$5,001 - $10,000

$10,001 - $15,000

$15,001 - $20,000

$20,001-$25,000

$25,001 and up

$3,001 - $5,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600

$3,000

월 $400

월 $400

월 $400 은퇴 및 연금 기금의 
10%가 지불됨



9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어떤 지정이 분담금의 
자격에 해당되나요?
미국 연금 및 혜택 기금 할당에 기여하는 미국 
연회에 속한 나사렛 교회들의 부흥사를 위해서는 (
나사렛 교단 중앙 위원회가 규정한 대로) 1년에 30
주일 이하가 아니거나 26회 이하의 부흥회가 아니면 
전임사역과 전적생계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역 나사렛 교회들이 아닌 곳에서의 사역은 나사렛 
교단과 연계된 곳이어야만 합니다. APS 분담금을 
받기 위해 부흥사는 합해서 사용될 수 없는 하나 또는 
다른 대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APS 분담금 자격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목회자나 직원의 교회가 미국 연금 및 혜택 기금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분담금도 목회자나 
직원에게 이 계획 하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부흥사와 연회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나사렛 단독 규정혜택 계획의 기본 연금 
부분 하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해에는 이 계획 
하에 분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 연금 하에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참여자는 
교회 기관 연금 계획에서 고용자 상응 분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지정이 분담금의 자격에 
해당되나요?
연회 인정 전도사이거나 안수를 받은 전임 
사역자(A full-time supply minister)는 그러한 
사역으로부터 전적 생계비를 벌 경우 APS 
분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기초 분담금과 보너스 APS 
분담금이 조성되나요?
분담금은 교회가 지불한 연금 및 혜택 기금 
액수에 기초하기 때문에, APS 분담금은 그것이 
지불 가능한 회계 연도의 마감 후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귀하가 속한 연회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적어도 90일 후 입니다.   APS 
분담금은 연회 사무실의 자격 확인에 의존합니다. 

제가 연금 및 혜택이 제 교회를 통해 
유지되는 다른 은퇴 프로그램에 403(B) 
상응 분담금을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모든 연금 및 혜택 분담금(contributions), 
기초(base), 보너스, 상응은 반드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함께하는 귀하의 나사렛 403(b) 
은퇴 저축 계획 계좌에 입금돼야 합니다. 

APS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연회 인정 또는 안수 받은 연회 감독과 담임 목회자는 
그들의 부여 받은 역할로 인해 자격이 있습니다. 
전임사역, 전적 생계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안수목사, 
사역목사, 연회 인정 전도사, 연회 신임 평신도들도 
APS 분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될 수 있는 
사역 지정들은 DS, PAS, DA, DIA, PSV, EVT, EVR, 
EVC, SER, SEC, MUS, 및 CED입니다. 동사 목사들도 
자격이 있습니다.

저의 403(B) 상응 분담금은 기초/
보너스 분담금 같이 저의 기초 연금 
계획(BPP) 혜택에 대한 오프셋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저는 할아버지가 
된 참여자 입니다)
아니오.

저는 미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갖추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자격을 갖추려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의 
요구에 따라 영주권(그린카드)이나 R-1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적절한 문서를 
요청하기 위해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
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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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그것을 혼자 

하실 필요가 

귀하의 피델리티 파트너십

피델리티는 귀하의 은퇴 재정 계획을 하고 소비와 부채를 다루는 
데 있어 유지 가능한 전략, 도구, 요령들을 개발하도록 도움이 되는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브레인샥 웹사이트를 방문해 시작하십시오!
https://www.brainshark.com/fidelityemg/budgetanddebtworkshop 

http://www.brainshark.com/fidelityemg/vu?pi=150896857

연금 및 혜택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파트너로 귀하께서 재정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돕습니다. 피델리티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에 다음 번
호로 전화하십시오.  

1-866-NAZARENE

사회 보장(SOCIAL 
SECURITY)이 당신의 다른 
저축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연령대들에서 사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의 매월 

및 평생 영향 
일을 그만두려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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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필
요

보통 좋음

정
상

피델리티의 새로운 은퇴 준비 측정은(RPM) 은퇴시 주거, 건강 돌봄, 음식 같은 본질적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미국인들 55%를 황색 또는 적색으로 분류합니다. 좋은 
소식: 이 단계들은 RPM을 개선해 대부분을 녹색으로 옮겨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전체적 준비상태

부족   |  점수 <65%

보통   |  점수 <65-80%

좋음   |  점수 <80-95%

아주 좋음   |  점수 >95%

촉진하는 것들

저축 증대

자산 혼합 재방문

차후 은퇴

은퇴상태로 파트타임 일에 복귀

저축의 일부를 연금으로 재배치

집의 가치를 현실화

귀하의 수를 아십시오

은퇴 준비 측정

그렇다면 무엇이 귀하를 멈추게 합니까?
연금 및 혜택은 계좌를 개설합니다
연금 및 혜택 투자를 디폴트(defaults)합니다. 
연금 및 혜택은 최초 분담금을 부담합니다. 

어려운 일이 성취됐습니다! 귀하께서 하실 모든 
일은 최소한의 개인 분담금 조건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는 귀하께서 혜택 받는 것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를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를 돕고 미래를 위해 오늘 투자하십시오. 

65
80

95

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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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usa.org

혜택 묘사는 현재나 미래의 보증이 
아닙니다. 이 가이드와 공식 계획 문서 간에 
불일치가 있으면 공식 문서가 우선시 됩니다. 

미국 은퇴 및 혜택
나사렛 교회
17001 Prairie Star Parkway
Lenexa, KS 66220
전화: (888) 888-4656 (언어 통역 제공)
팩스: (800) 334-0634
이메일: help@pbus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