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검사 혜택
연금국은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은퇴 의료 사망 그리고 장애 혜택을 제공하며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관장합니다 또
연금국은 보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그리고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혜택 요약
의료 플랜은

를 통하여 안과 검사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년 정기 눈검사 당료병에 관련된 일부 눈 관리와 눈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할인이 포함됩니다
카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안경점이나 안과에서
알려주고

가

를

마지막 자리 숫자를 알려주면 됩니다

가입자는 안과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하여
확인하려면

에 가입되어 있으며

조직망내 안경점이나 안과를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조직망내인 것을

에서 확인하거나

로 전화하십시오

자격 요건
의료 플랜에 등록된 가입자 배우자와 자격이 되는 가족은

를 통한 안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

등록한 가입자도 해당됩니다

정기 검사
조직망에 참여하는 검안의에게서 정기 눈검사를 받을 때

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과 보험이 공제액 없이 나머지

검사 비용을 지불합니다
조직망에 속하지 않은 검안의를 이용하여 정기 눈검사를 받는 가입자는 검사를 받은 후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을

에 제출합니다
은

담당직원에게 보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를 공제하고

에 올라있고 연금국

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으로 전화하여

당료병 안과 검사 프로그램
의료시술 후 후속 눈검사를 받을 때는

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료병에 인한 눈질병 녹내장 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시력 감퇴 등에 관련된 후속 눈 검사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의료 시술 후 후속 눈 검사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시술이 필요치 않은 눈 검사에도 추가 적용을 제공됩니다;

기타 안과 관련 서비스와 물품
안과 혜택에는




시력 교정 안경
o

렌즈

o

안경테

o

추가 안경과 선글라스

할인 안경 전체를 구입할 때
할인 안경 전체를 구입할 때
할인

컨택 렌즈 검사

개월 안에 구입할 때

할인 착용과 검사 컨택 렌즈는 할인이 없습니다

안경과 선글라스 렌즈 보강
할인

o

의사가 눈검사를 한 지


안과의사를 통하여 정기 눈검사를 한 지

컨택 렌즈
o



안과나 안경점을 통하여 구입하는 안과 관련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인이 포함됩니다

와

같은 전체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

개월 안에

레이저 시력 교정
o

일반 가격의 평균

할인 혹은 세일 가격의

할인 계약을 맺고 있는 안경점에서만 가능

등록


안과 검사 혜택에는 의료 플랜에 등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등록됩니다
의료보험 가입자도 자동 등록됩니다 시력 검사 혜택은 의료보험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설명서에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와 공식적인 은퇴 저축 플랜
문서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플랜 문서가 우선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원하면
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십시오

를 이용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