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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Governance Timeline 2018 
 

고용주는 직장 연금 제도가 영국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

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에 연금 규제 기관이 

고용주에게 부과할 중요한 관리 업무입니다.   

 

Pension increases 

2018년 4월, 직장 연금제에 기여해야 할 최소 금액이 인상됩니다. 

현재 법정최소금액을 기여하고 계시다면 (연금 종류에 따라서 1

퍼센트나 2퍼센트입니다) 4월부터는 그보다 더 기여하셔야 합니

다. 직원이 기여하는 금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여 금액 인상 과정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직원

들과 소통하셔야 하고, 연금기관과 payroll provider 에게 통보하

셔야 하고, 인상된 기여 금액 계산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셔

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원들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Your re-declaration  

처음 auto-enrolment 연금 제도를 도입하실 때 법률 준수 선언(declaration of compliance)을 하셨습니다. 이는 연금 규제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의 목적은 법률에 부합하는 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자격이 되는 모든 피고용인을 그 제도에 등록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declaration은 3 년마다 다시 하셔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셔야 할 날짜는 처음 staging date으로부터 3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즉 첫 staging 

date이 2015년이었다면 올 해 re-declaration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workforce 를 분석하시고 연금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현재 직원이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특정 기준에 부합하면 이 직원들은 연금 제도에 재등록(re-enrol) 되어야 합니다. 이후 이 직원들에게 재등록 되었음을 

알리시고 다시금 opt-out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셔야 합니다. 이 재등록 과정이 끝나면 새로운declaration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 규제 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Your re-certification 

Declaration of compliance와 마찬가지로, 처음 연금 제도를 도입하실 때 scheme certificate을 서명하고 보관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연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제도를 도입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certificate은 18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만기 이후에는 새로운 

certificate을 만드셔서 서명하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2016년 8월 전에 연금을 도입하셨다면 지금 새로운 certificate를 만드셔야 합니다. 현재 가

지고 계신 연금 제도에 certificate이 필요한지 확실치 않으시다면, 3HR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New expatriate workers  

새로운 직원은 그 조건을 우선 따져보고 특정 기준에 부합되면 자동적으로 연금 제도에 등록될 것입니다. 이는 영국 지사에 파견되어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주재원에게도 적용됩니다. 3HR에게 연금 제도의 시행을 맡기신다면 저희는 먼저 현재 주재원의 상황을 파악하여 연금 제도에 등록을 

할 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 이후 새로운 주재원들도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한 기록은 보관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업무들이 정확하게 또 연금 규제 기관의 Auto-enrolment 법규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 중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연금 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3HR 

Benefits Consultancy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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