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생 의료보험
(Seminarian Healthcare Coverage)
미국 장로교에서 목회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은 연금국을 통해 종합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며, 상당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Highmark Blue Cross Blue Shield 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의료보험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며
가장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EPO) 의료보험은 PPO 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적으며,
조직망 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

Qualified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의료보험은 조직망 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며, 가장 저렴한 의료 보험입니다.

*HDHP 의료보험 가입자는 적법한 의료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있는 Health
Savings Account (HSA) 를 개설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미국 장로교 연금국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학 대학원, 종교 대학원, 신학교 또는 기독교 교육 학교에서 Full Time 학생으로 등록한
경우,

•

노회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지망생 또는 목사 후보생 신분으로 미국 장로교에서
목회사역을 준비하는 경우, 그리고

•

교단 교회나 기관에서 정식 고용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학 대학원 졸업생
졸업할 경우 연금국 의료보험은 8 월 31 일까지 유효합니다. 졸업 후 목회사역을 할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소속 노회가 확인해 줄 경우, 최고 24 개월간 과도기 프로그램 (Transitional
Participation) 을 통해 연금국 의료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학생때 EPO 또는 HDHP
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과도기 프로그램 (Transitional Participation) 을 통해 PPO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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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생 건강 보험
(Seminarian Healthcare Coverage)
졸업 후 안수목회자로서 연금국 혜택에 가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은 최근 안수받은 목회자가 교육비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연금 수령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권은 3 년간 시무를 했을 때 제공됩니다.

등록 방법
처음으로 연금국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신학생일 경우, 의료보험 가입 기간 또는 Full
Time 신학생으로 신학 대학원 등록 후 60 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학생 의료보험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여름에 시작됩니다.

본인과 자격이 있는 가족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또는 자녀를
가입시키고자 할 때는,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서에 명시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는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 피보호자에 대한 법적 서류 또는 입양 의향서 또는
법령서입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요구되는 증명 서류는 등록 기간 내에 우체국에서 발송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 기간에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한 경우, 배우자를 통해 받았던 의료보험 혜택이 상실한 경우
등 삶의 변화 (Life Event Change) 가 있을 때,

•

신학생 의료보험 가입기간 (8 월 1 일 ~ 9 월 15 일)동안에는 지망생 또는 목사 후보생
신분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지망생 또는 목사 후보생 신분인 경우.

작성한 신청서와 모든 필요한 증빙 서류는 삶의 변화 또는 지망생 또는 목사 후보생 신분이 된
후 60 일 이내에 우체국에서 발송되어야 합니다.

신학생 건강 보험
(Seminarian Healthcare Coverage)
HDHP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금 공제 기준에 따라 공제액, 필수 가입자 분담금 및 기타
적격 자비 지출액을 지불하기 위해 건강 저축 계좌 (Health Savings Account, HSA) 를 개설하고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 회사 또는 기타 IRS 가 승인 수탁자를 통해서도 HSA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의 제휴 회사인 Further 가 편의를 위해 온라인 건강 저축 계좌 신청서를
제공합니다.

등록 절차
가입 기간 내에 신학생 의료보험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급 적용 불가) 다음의 서류도 같이
제출하십시오:
1. 지망생 또는 목사 후보생 신분을 증명하는 노회 확인서
2. Full Time 학생 신분을 확인하는 신학 대학원 확인서
3. 첫 달 보험 의료 보험 비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는 월별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온라인
지불 시스템인 BoardLink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첫 달 의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있는 연금국 정보를 이용해서 가입 기간 동안 위의 증빙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신가요? 800-773-7752 (800-PRESPLAN) 번으로 연금국에 전화하십시오.

가입 후 절차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의료보험을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은 여름 가입기간 매년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망생 또는 목사 후보생 신분을 증명하는 노회 확인서

•

Full Time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예상 졸업 날짜가 기재된 신학 대학원 확인서

신학생 건강 보험
(Seminarian Healthcare Coverage)
연금국은 매년 의료보험에 가입된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료보험료
의료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신학생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연금국은 신학생 의료보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의료보험료
(2020 년 9 월 1 일부터 유효함)
보장 수준

월별
PPO

EPO

HDHP

가입자 혼자

$351.25

$298.50

$275.75

가입자와 자녀(들)

$533.83

$453.75

$419.08

가입자와 배우자

$723.50

$615.00

$567.91

가입자와 가족

$916.67

$779.17

$719.58

의료보험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