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속 보장
(Medical continuation coverage)
의료 지속 보장은 예컨대 귀하와 유자격 가족 구성원이 해고 또는 65 세 이전의 퇴직으로 인해 의료 보장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작동 방식
의료 플랜 (Medical Plan) 의 보장이 종료된 후, 의료 지속 보장에 등록하면 귀하와 해당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료 보장을 귀하에게 계속 보장하지만, 자체 지불 방식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속 보장에서 의료 서비스 보장을 지속하려면, 귀하는 Presbyterian Church (미국) 또는 제휴 고용주에서
근무하던 동안의 의료 보장을 지속하기 위해 동일한 프로그램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EPO [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또는 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 에 가입해야 합니다.
65 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될 때까지 의료 지속 보장을 통해 그 차이를 메울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 메디케어 보조 플랜 (Medicare Supplement) 에 등록을 원한다면, 의료 지속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처음 자격이 되는 시점에 의료 지속 보장에 등록하지 않는(즉 포기하는) 경우, 나중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Pastor’s Participation 에 등록되어 있고 임시적으로 실직 상태이고 승인된 휴직 또는 징계 중에 교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경우, 먼저 과도기 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교회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 지속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속 보장에 먼저 등록하는 경우, 귀하는 나중에
과도기 보험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의료 지속 보장 기간은 귀하의 현재 보장이 종료되는 이유와 귀하가 70 의 법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및 기간 차트 참조.) 귀하가 65 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70 의 법칙을 충족하고 적격의 건강
보험 플랜에 의거 의료 지속 보장을 유지하는 경우,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생기면 메디케어 보조 플랜에
등록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속 보장은 향후 메디케어 보조 플랜 가입을 위한 지속적인 보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pensions.org/members 의 Health Programs 아래에 있는메디케어 보조
플랜에을 참조하십시오.

70 의 법칙
• 적격한 현역 활동을 종료할 때 55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소한 5 년의 의료 플랜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 종료 시 의료 플랜 참여 햇수와 연령의 합계가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장 신청
등록하려면, 의료 플랜에 의거 귀하의 보험 보장 해지를 초래한 사건 발생 후 60일 이내에, 최초 지급과 함께 의료
지속 등록 또는 포기 양식에 작성한 개인 정보, 가입 및 승인 섹션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지속 등록
또는 포기 양식은 해고시 연금위원회 에서 제공합니다. 귀하의 보장은 보장이 무료로 제공되는 적용 가능한 보장
기간 직후에 시작됩니다.

보험 적용 포기/연기
귀하는 가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70 의 법칙을 충족하고 연금위원회를 통한 의료 보험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보장을 받는다면 의료 지속 보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장을 포기하려면, 의료
지속 보장 등록 또는 포기 양식(위원회에서 제공)에 작성한 포기 섹션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플랜에 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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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보장이 종료될 때 지속 보장의 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나중에는
메디케어 보조 플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타 보장 옵션
귀하는 65 세에 메디케어 보조 플랜에 등록하기 위한 지속 보장 요건을 여전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보장을
유지하는 것은 메디케어 보조 플랜의 여러 적격성 기준 중 단지 하나만 충족시킨다는 것을 명심) 의료 지속
보장에서 연방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또는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의 플랜을 포함한 다른 적격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적격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
자격 및 기간 차트는 귀하, 귀하의 배우자(또는 이전/생존하는 배우자) 및 귀하의 적격 자녀가 의료 플랜 보장이
종료될 때 의료 지속 및/또는 메디케어 보조 플랜에 의거 보장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약술합니다.

보장 취소
귀하는 해지일 전에 memberservices@pensions.org 으로 취소 요청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귀하의 의료 지속 보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귀하가 보장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귀하의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보장은 해당 월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참고: 귀하의 의료 지속 보장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보장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 지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ensions.org/members 를 방문하십시오. 이의 제기 및 플랜의 개정을 포함한 의료
지속 보장의 모든 조항은 Presbyterian Church (미국) 의 급여 플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ensions.org 에서 입수 가능한 의료 급여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800-773-7752 번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십시오.

지속적인 보장
의료 플랜 참여가 종료되는 경우, 지속적인 의료 보험 보장(자체 지불 기준).
제한된 기회
처음 자격이 있을 때 의료 지속 보장에 등록(또는 연기)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장 신청(또는 포기)
의료 지속 등록 또는 포기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플랜의 급여 및 제한에 대한 전체적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Presbyterian Church (미국)의 급여 플랜 조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플랜 조건이 적용됩니다. pensions.org 를 방문하거나 위원회의 800-773-7752 번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플랜 문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월 비용
보장 수준
회원만의 경우
회원 + 배우자
회원 + 자녀(들)
회원 + 가족

PPO
$955
$1,941
$1,481
$2,644

EPO
$812
$1,650
$1,259
$2,247

HDHP
$750
$1,524
$1,163
$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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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기간
보장 상실 사유
적격
보장 기간
회원이 해고되는 경우
회원
18 개월(의료 지속 보장의 첫 60일 동안에
(55 세 이전 또는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29개월)
연령 불문)
배우자
18 개월(의료 지속 보장의 첫 60일 동안에
배우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29개월)
자녀
18 개월(의료 지속 보장의 첫 60일 동안에
자녀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29개월)
회원의 장애 상태가 종료되고 해고
회원
18 개월
상태가 시작되는 경우
배우자
18 개월
자녀
18 개월
회원의 사망
이혼/혼인의 해소
고용이 종료되거나 55 세 이상의
나이에 조기 퇴직한 귀속권을 가진
회원으로 70의 법칙을 충족하며
퇴직이 연기됨. 다른 적격 건강 보험
보장에 가입함으로써 의료 지속
보장을 포기하고 메디케어 보조
플랜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70의 법칙을 충족하지 않는 55세 이상
귀속 회원의 조기 퇴직

생존 배우자
자녀
이전 배우자
자녀
회원
배우자
자녀

회원
배우자
자녀
연령으로 인해 아동의 자격 상실
자녀
고용주가 플랜 참여에서 고용 분류를 해당 없음
철회하는 경우

36 개월*
36 개월 또는 그 이전인 경우 26세까지*
36 개월
36 개월 또는 자격 상실 시까지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보조 계획에 대한
자격이 될 때까지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보조 계획에 대한
자격이 될 때까지
26 세까지

18 개월
18 개월
18 개월
36 개월
이용 불가

* 현역 회원이 연금, 사망 및 장애,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생존하는 적격의 가족은 사망일로부터 60 일 내에 위원회로 통지하는
경우, 12 개월 동안 본인 (또는 고용주) 에게 무료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2 개월의 무료 기간 후, 자격이 되는 가족 구성원은
최대 36 개월의 추가 개월 동안 자체 지불 방식으로 의료 지속 보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