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컨택렌즈 보험
(Vision Eyewear Coverage)
안경/컨택렌즈 보험은 처방받은 시력 교정 용품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직망 안경점을 이용할 경우 대중적인 렌즈 개선 및 추가 안경에 대한 할인도 포함됩니다. 제휴회사인 VSP가
이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
안경/컨택렌즈 보험은 별도의 보험카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VSP Choice 조직망 안경점을 이용할 때 VSP
보험이 있다고 말하고 Social Security 번호 뒤 4자리 수를 알려주면 됩니다. 참고용 카드를 원하시면
vsp.com 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조직망 안경점을 통해 부담 비용을 절약하세요.
VSP Choice 조직망 안경점을 이용하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 부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VSP 는 29,000 곳이 넘는 조직망을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 조직망에는 Walmart, Sam 's Club,
Costco 및 Pearl Vision 등 주요 소매 안경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망 안경점을 찾으려면 vsp.com 에
로그온 또는 가입하거나 800-877-7195 로 VSP 에 문의하십시오.

추가 절약
안경 또는 콘택렌즈 구입에 대한 연간 보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Bebe, Calvin Klein, Cole Haan, Flexon, Lacoste, Nike, Nine West 등 고급 안경 및 선글라스 고급
브랜드*에 대해 별도로 $50 를 지불합니다. vsp.com 에 접속해서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Premier
Program 안경점을 확인하시고, vsp.com/specialoffers 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할인혜택을
확인하십시오.*
• VSP 조직망 안에서 최근 12 개월 이내에 시력검사를 받고, 추가 안경 및 선글라스, 안경교정 렌즈
등을 구입할 경우 20% 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할인혜택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stco, Walmart 또는 Sam’s Club 에는 추가 $50 및 20%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VSP Choice 조직망 안에 있는 안경점이 제공하는 연간 서비스/상품 혜택

가입자 분담금

안경테에 한함(연간 보장혜택 $150)
연간 보장혜택 $150 보다 비싼 안경테를 선택하는 경우, 가입자는 분담금 및 실제 비용과 보장혜택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천된 고급브랜드에 대해 별도의 $50 (최대 $200) 를 추가로 받고(추가 절약
참조), 연간 보장혜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의 할인을 받으며, 일반적인 렌즈 교정에 대해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25

렌즈 스크래치 코팅 및 표준 누진 렌즈
솔리드 틴트 및 염료, 플라스틱 그라디언트 염료, UV 차단, 긁힘 방지 코팅,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반사
방지 코팅, 광변색 렌즈, 프리미엄 및 맞춤형 누진 렌즈 등 기타 렌즈 개선 시 평균 20-25% 절약.
보장되는 렌즈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비용 정보를 원하시면 pensions.org 를 참조하십시오.

$0

또는
콘택트렌즈 시력 검사 및 조정

$25

콘택트렌즈(연간 보장혜택 $175)
연간 보장혜택을 추가하는 비용은 20% 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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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컨택렌즈 보험
(Vision Eyewear Coverage)
중요 사항!
안경/콘택렌즈 보험은 시력 검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YECONIC.COM에서 온라인 구매
eyeconic.com 에서 시력 교정 용품 보장을 연중 무휴 온라인으로 이용하십시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 조직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yeconic.com 을 이용하면 VSP Choice 조직망 안경점에서 눈에
잘 맞게 안경테 조정 또는 콘택트렌즈 상담등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혜택을 받을려면, Eyeconic 웹사이트에서 개인 계정을 만들고 vsp.com User ID와 Password 를
입력하십시오.

조직망 외 안경점
조직망 외 안경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VSP에 보장된 보상을 일정 한도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 및 청구서 제출 지침은 pensions.org 에서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안경/콘택렌즈 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pensions.org/benefitsguidance 에 접속하거나
vsp.com 에 로그온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면, VSP 고객 상담 800-877-7195 로 전화하거나 800-7737752 (800-PRESPLAN) 로 연금국에 전화하십시오.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안경, 콘택트 렌즈 및 대중적인 렌즈 구매 비용을 절약하세요

대규모 전국 조직망
VSP Choice 조직망에는 29,000 곳이 넘는 안경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경점 선택
온라인 쇼핑 및 조직망 외 혜택도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의 모든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플랜의 약관이 우선합니다. 플랜 문서 사본이 필요하시면 pensions.org 를 방문하거나 연금국에 800-7737752 (800-PRESPLAN)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