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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8 월 임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한 BOILERMAKERS 의 국민 복지 계획(캐나다) 요약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는 Boilermakers 의 국민 연금 제도(캐나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지를
제공 받습니다.
1. TFW 는 단체 협약에 따라 연금 제도의 일정액을 캐나다 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등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은 Manulife Financial 에서 관리하는 확정 기여(DC) 급여를 위해 매달
적립되고 있습니다.
2. TFW 의 분담금은 TFW 의 명의로 DC 계정에 입금됩니다. TFW 는 Manulife Financial 과 연금
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DC 계정에 대한 거래를 나타내는 내역서를 받게 됩니다.
3. TFW 는 자신의 분담금에 대한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분담금은 자동으로 TFW 의 명의로 균형 투자 신탁에 입금됩니다. TFW 는
언제든지 투자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TFW 는 30 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 DC 계정과 순 투자 수익에 적립된 분담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DC 계정은 닫아야 하고 모든 자금은 TFW 의 연령이 71 세가 되는 12 월 1 일까지
인출해야 합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는 Boilermakers 의 국민 건강 및 연금 제도(캐나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1.
2.
3.

4.

TFW 에 대한 송금된 보건 복지 기여 분담금은 TFW 의 명의로 의료 지출 계정(HCSA)에
적립됩니다.
TFW 는 병원, 안과 진료, 치과, 의약품, 보청기 등 각종 건강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HCSA 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캐나다 또는 TFW 의 본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HCSA 에서 언제든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CAD$ 4,500 입니다. 한 해 적립되는
분담금은 2 년차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이것은
캐나다 소득세법의 요구 사항에 해당됨). 예를 들어, 2015 년 적립된 CAD$ 3,600 의
분담금은 2017 년 12 월까지 의료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TFW 는 온라인 급여 카드를 사용하여 연금 관리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는 연금 공단의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연금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양식은 동봉되어 있습니다. 연금 공단은 등록
양식을 가지고 근로자 신분을 확인하고, 연금 기록, 접수 및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근로자와
소통하는 데 사용합니다.
TFW 를 위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 등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연금 공단 웹 사이트의
전용 섹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oilermakers 의 국민 복지 계획(캐나다) 연금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 McIntosh Drive
Markham, Ontario, Canada L3R 8C7
전화: 1-800-668-7547, 팩스: 1-905-946-2535
이메일: questions@boilermakersbenefits.ca
www.boilermakersbenefits.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