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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을 무급휴직 관련 복리후생 
AFSCME MOA 보장을 받는 직원 

 

이 서류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무급휴직으로 인한 복리후생 영향의 개요입니다. 이 서류를 받는 
직원은 복리후생을 받는(50+%) 직책을 가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병가 및 휴가 축적 & 유급휴가: 유급병가 및 휴가 축적과 유급휴가 할당은 본 무급휴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휴일: 공휴일 지정 날 무급휴직이 스케줄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휴일에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건강보험: 현재 가입된 그룹 보험 커미션(GIC), 기본 생명 보험(선택한 경우) 선택적 생명 및 장기 장애 
보험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 무급휴직인 경우 GIC는 계속해서 매 급여 지급 주기 동안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격주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해진 금액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직원의 책임입니다. GIC가 집으로 
보험료 지급 청구서를 보낼 경우, 보험료를 자비로 지급해야만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며 축적된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GIC는 계속해서 매 급여 지급 주기 동안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직원은 부서의 HR과 매 급여 지급 주기 중 축적된 휴가의 하루를 사용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제되는 보험료가 급여보다 높다면 HR에 연락하여 대안을 의논하도록 합니다. 
추가원천세가 보험료 공제 이전 부과되도록 선택하였다면 HR Direct 온라인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격주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해진 금액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직원의 책임입니다. GIC가 집으로 
보험료 지급 청구서를 보낼 경우, 보험료를 자비로 지급해야만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이며 축적된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GIC는 현재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집으로 보험료 지급 청구서를 보냅니다. 보험료를 때맞춰 보내야만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GIC는 보험료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귀하의 보험을 취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직원을 위한 
다음 GIC 등록 기간(2021년  봄 등록 가능하며 2021년 7월 보험 효력 시작)까지 건강보험에 재등록을 
못하거나 영구적으로 장기 장애 보험 및 선택적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GIC는 모든 GIC 보험의 등록 에이전시입니다. (전화: 617.727.2310) 

GIC 유동성 지출 계좌: 부양가족 케어 보조 프로그램(DCAP)에 기여를 하고 있다면 풀타임직에서의 
전환을 기회로 온라인 Benefits Strategies (www.benstrat.com/gic-fsa/)에서 연간 DCAP 선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직에서 전환된 지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합니다. 풀타임직에서의 전환으로 
건강관리 유동성 지출 계좌(HCSA) 선택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치과 보험: 치과(또는 치과/시력) 보험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무급휴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금제도(MSERS/연금제도/ 확정 연금지급 보증제도): 
매사추세츠주 연금위원회는 MSERS의 등록 에이전시입니다. (전화: 617.367.7770) 

•   무급휴직이며 축적된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금을 위한 서비스를 축적하고 있지 
않으며 무급휴직 동안은 MSERS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   하프타임 무급휴직이거나 풀타임 무급휴직이며 축적된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급여를 받는 
동안은 MSERS  연금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동안은 MSERS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직: 대학 403(b) 또는 매사추세츠 457b/SMART 플랜에 기여하고 있다면 대학 수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급여 공제가 될 것입니다. Fidelity NetBenefits 시스템 
(https://nb.fidelity.com/public/nb/umass/ transition-home)에서 403b 플랜의 격주 기여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Empower Retirement's 시스템 (https://www.empower-retirement.com/)에서 
457b/SMART 플랜 기여도를 그 다음 달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며 403(b) 및/또는 457/SMART 플랜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 대학의 급여를 다시 
받기 시작했을 때 공제가 될 것입니다.  

코어스트림 공제: 세금 공제 이후 코어스트림 급여 공제는 보통 MetLegal 및/또는 주택/자동차 
보험비(MetLife, Liberty Mutual 또는 Travelers)를 말합니다. 가입 기간 동안MetLegal 가입 중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택/자동차 보험 정책에 관해 보험회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   무급휴직 중이며 축적된 휴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료 협의를 직접 하여 
보험을 유지합니다.  

•   하프타임 무급휴직이거나 풀타임 무급휴직이며 축적된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코어스트림 
보험료가 대학 수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격주로 지급되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보험료가 공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제되지 않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는 것은 
직원의 책임입니다.    

매사추세츠 및 미국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의 변화에 상응하여 조정됩니다. 정해진 액수(또는 
추가로 정해진 액수)의 원천징수를 선택하였다면 추가 원천징수액을 재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선택은 HR Direct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교직원 보조 프로그램(FSAP) 및  Commonwealth Mass4You 직원 보조 
프로그램은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UMass FSAP: 전화 413.545.0350 / www.umass.edu/humres/faculty-and-staff-assistance-
program 

•   Commonwealth Mass4You: 844.263.1982 / liveandworkwell.com. 마약중독 치료 상담 전화: 
855.780.5955 

실업수당: 매사추세츠 실업 지원부(DUA)는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무급휴직을 기반으로 하여 
실업수당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보통 파트타임 무급휴직은 소득이 최소 33% 줄었을 때 실업수당이 
제공됩니다. DUA 시스템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직이 시작되면  DUA에 실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둘째 주 일요일에 
실업수당을 요청합니다. 파트타임 혹은 축적된 휴가 사용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면  DUA에 
신고하여 실업수당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DUA는 실업수당을 관리하는 에이전시입니다. 전화 (877-626-6800), 온라인 
(www.mass.gov/orgs/department-of-unemployment-assistance). 실업수당 신청 정보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https://www.mass.gov/dua-
multilingual-services). 

가족우선 코로나대응법 (FFCRA) 및 가족의료휴가법(FMLA): FFCRA는 지원 자격이 있는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거나 또는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학교나 보육 시설이 문을 
닫아 휴가를 받아야 할 경우 소득 및 직장/복리후생이 보호되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FCRA 
휴가 및 소득 (그리고 FMLA 휴가)은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로제 신청은 무급휴직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항상 잘 검토하십시오. 이는 복리후생 및 무급휴직에 따른 변화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본 대학이 관장하지 않는 조합 기반의 단기 또는 장기 장애 보험에 가입된 등 
다른 보험비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공제금이 있는지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