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복잡한 의료
시스템 탐색 지원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103-3298

보다 나은 의료 체험 방법

케어 네비게이션

케어 네비게이션은 개인 지원팀을 통해 가입자의
의료 여정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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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네비게이션은 연금국이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향상된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혜택입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연금국 의료보험(PPO, EPO 및 HDHP)
가입자들이 의료보험 보장혜택의 일부로 새로운 혜택인 케어
네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업체인 퀀텀 헬스에서
제공하는 케어 네비게이션을 통해 가입자와 가족은 적시
적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 네비게이션을 선택한 이유

연금국은 가입자 모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이 가능한 한 최선의 의료 결과를 얻고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불안감이 최소화되길 원합니다. 연금국은
이러한 약속 이행을 위해 퀀텀 헬스와 제휴했습니다.
퀀텀 헬스와의 파트너십

충성된 청지기의 역할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가입자들에게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여 년간의 경험을 보유한
퀀텀 헬스는 연금국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연금국이 필요로
하는 임상 전문지식과 의료 산업 지식을 제공합니다.
고용주가 얻는 혜택

케어 네비게이션을 통해 직원들이 연금국 직원 대신 의료 및
임상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어 건강 관리 부담을 덜게 됩니다.
한층 강화된 혜택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 보장혜택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미국장로교 혜택 플랜(Benefits Plan)조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플랜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플랜 약관 사본을 원하면,
연금국 웹사이트 (pensions.org)를 방문하거나 연금국 800-773-7752번
(800-PRESPLAN)으로 문의하십시오.

케어 네비게이션이 직원에게 주는 혜택

4월 1일부터 퀀텀 헬스는 직원들이 연금국 의료보험
또는 약보험 혜택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 문의할 수 있는
중앙 연락처가 될 것입니다. 퀀텀 헬스는
• 보험 카드를 재신청하고 보험급여 질문에 답변하는

것부터 직원과 그 가족이 진행 중이거나 복잡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의료 절차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의 사전 승인을 처리합니다.
• 치료가 일반적으로 덜 복잡하고 개선된 건강 결과를

얻을 기회가 더 많은 경우, 의료 여정 초기에 직원들과
교류합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것

직원은 계속해서 미국 전역 Blue Cross Blue Shield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공제액, 공동 보험, 코페이 및
본인 부담 최대 금액을 포함한 의료 보장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press Scripts는 처방약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퀀텀 헬스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정보가 있는 새로운
의료보험 카드와 약보험 카드는 3월 중에 직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연금국은 계속해서 모든 혜택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고용주와 직원은 언제든지
800-773-7752(800-P R ESP LA N )N )로 문의하십시오.
연금국은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ensionsPorg/careOnavigation
pe
n sion s.org/care-n avigation 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