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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학생 건강 플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 플랜은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국제 학생 및 

자격이 되는 부양가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Aetna Life Insurance Company(Aetna)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에 적용되는 정의를 포함한 정확한 조항은 귀하에게 발행된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www.aetnastudenthealth.com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 요약서와 증명서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증명서가 우선합니다. 

가입 자격 

현재 여권과 유효한 F-1, J-1 또는 M-1 비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유학생, 방문 교수진 및 학자로서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본국 외부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이 플랜을 구매해야 합니다. 선택적 실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보장 적용 대상 

보장 대상 학생은 합법적인 배우자, 동거인(동성, 이성) 및 만 26세 이하의 부양 자녀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장 적용 날짜 및 요율 

모든 피보험자 학생 및 적격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은 아래 표시된 보장 시작일 오전 12시 01분에 발효되며 

표시된 보장 종료일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보험에 가입한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은 보장 증명서에 

설명된 종료 조항에 따라 종료됩니다. 

보장 시작일 

보장 종료일 

가을 
2020년 9월 20일 

2020년 12월 19일 

겨울 
2020년 12월 20일 

2021년 3월 19일 

봄  

2021년 3월 20일 

2021년 6월 19일 

여름 
2021년 6월 20일 

2021년 9월 19일 

     

학생 $601 $601 $601 $601 

배우자 $601 $601 $601 $601 

자녀 1명 $601 $601 $601 $601 

자녀 2명 이상 $1,202 $1,202 $1,202 $1,202 

상기 요율에는 Fuller Theological 행정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은 다음 날짜까지 제출해야 함 

가을 – 2020년 10월 2일 

겨울 – 2021년 1월 8일 

봄 – 2021년 4월 2일 

여름 – 2021년 6월 25일 

가입 

온라인 학생 가입 또는 보장 대상 학생의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Fuller.edu 학생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현재 학생(Current Students)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수업 등록 모듈(Register for Classes Module)을 

클릭한 다음 4단계를 완료하십시오. 가입일 이후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 보험과 

shi@fuller.edu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etnastudenthealth.com/
mailto:shi@fulle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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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된 자녀에 대한 보장에 관한 중요 공지 

신생아는 출생 후 첫 31일 동안 귀하의 건강 보험 플랜에서 보장됩니다. 

• 신생아의 보장을 유지하려면 당사(또는 당사 대리인)에게 출생 사실을 알리고 해당 31일 동안의 

필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신생아에 대한 추가 보험료 납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생후 31일 이내에 해당 자녀를 등록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놓치면, 신생아는 첫 31일 이후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귀하의 보장이 이 31일 기간 동안 종료되는 경우, 신생아의 보장은 귀하의 보장과 동일한 날짜에 

종료됩니다. 이는 31일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 또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시민 결합 파트너 또는 동거인이 입양하거나 입양을 위해 귀하에게 

배정된 아동은 입양 또는 배정이 완료된 후 첫 31일 동안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됩니다. 

• 자녀의 보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당사는 입양 또는 입양 배정 후 31일 이내에 귀하가 작성한 가입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 아동에 대한 추가 보험료 납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입양 또는 입양 배정 후 31일 이내에 해당 

아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놓치면, 입양 자녀나 입양을 위해 귀하에게 배정된 아동은 첫 31일 이후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귀하의 보장이 이 31일 기간 동안 종료되는 경우, 입양 자녀 또는 입양을 위해 귀하에게 배정된 

아동의 보장은 귀하의 보장과 동일한 날짜에 종료됩니다. 이는 31일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네트워크 소속 공급자 네트워크 

Aetna Student Health는 Aetna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소속 공급자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공급자를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etna가 네트워크 소속 공급자와 특별 요율을 협상해 

왔으며, 플랜의 혜택이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사전 인증 

일부 보장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은 사전 인증이라고도 

합니다. 귀하의 네트워크 소속 의사는 귀하가 진료를 받기 전에 필요한 사전 인증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비소속 공급자를 방문할 때 사전 인증 목록에 있는 서비스 및 용품에 대해 당사로부터 사전 

인증을 받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사전 인증이 필요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 사전 인증되지 않은 각 

유형의 보장 의료 서비스에 대해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전 인증이 필요한 건강 서비스 또는 

처방약의 최신 목록을 보려면 가입자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거나 www.aetnastudenthealth.com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aetnastudent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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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인증 전화 

사전 인증은 아래 명시된 기간 내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전 인증을 받으려면 ID 카드에 나와 있는 무료 

전화번호로 가입자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전화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응급 입원: 귀하, 귀하의 의사 또는 시설은 귀하의 입원 예정일 최소 14일 

전에 전화하여 사전 인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응급 입원: 귀하, 귀하의 의사 또는 시설은 귀하의 입원 후 48시간 이내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해야 합니다. 

긴급 입원: 귀하, 귀하의 의사 또는 시설은 귀하가 입원 일정을 잡기 전에 

전화해야 합니다. 긴급 입원은 질병의 발병이나 변화, 질병의 진단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사가 입원시키는 것입니다. 

사전 인증이 필요한 외래 환자 

비응급 서비스: 

귀하 또는 귀하의 의사는 외래 진료가 제공되거나 치료 또는 

절차가 예정되기 최소 14일 전에 전화해야 합니다. 

 

사전 인증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 

당사는 귀하와 귀하의 의사에게 사전 인증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다음 기간 내에 제공할 것입니다. 

• 긴급하지 않은 요청의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 응급 요청의 경우 신청 후 72시간 

• 소급 요청의 경우 30일 
 

사전 인증된 서비스가 승인된 경우, 귀하가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한 승인은 60일 동안 유효합니다. 
 

다음의 입원에 대해서는 사전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방절제술 및/또는 림프절 절제 후(의사가 입원 기간을 결정함) 

출산에 따른 임신 관련 입원(정상적인 질 분만 시 48시간 미만 또는 제왕절개 분만 시 96시간 미만) 
 

필수 사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필수 사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혜택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생한 모든 혜택 벌금은 보험 연도 공제액 또는 최대 본인 부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혜택 조율(Coordination of Benefits, COB) 

하나 이상의 건강 플랜에서 건강 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다른 플랜과 협력하여 각 플랜이 지불하는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혜택 조율(COB)이라고 

합니다. 혜택 조율에 대한 전체 설명은 귀하에게 발급된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택 설명 

일부 서비스의 경우 플랜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플랜 부담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플랜 요약서에 

플랜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관해 설명되어 있지만, 귀하에게 중요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은 증명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귀하에게 발급된 증명서에 포함된 전체 플랜 설명을 보려면 

www.aetnastudenthealth.com을 참조하십시오. 

이 플랜은 적용 가능한 캘리포니아 보험법에 따라 혜택을 지급합니다. 

http://www.aetnastudent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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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hoice PPO 

보험 연도 공제액 네트워크 소속 보장 네트워크 비소속 보장 

학생 보험 연도당 $50 보험 연도당 $300 

배우자 보험 연도당 $50 보험 연도당 $300 

자녀 각각 보험 연도당 $50 보험 연도당 $300 

가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험 연도 공제액 면제 

보험 연도 공제액은 다음의 모든 보장 의료 서비스에 대해 면제됩니다. 

• 예방 의료 및 건강 관리, 소아 치과 서비스, 소아 시력 서비스 및 외래 환자 처방약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진료 

• 신생아 보육 건강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진료 및 네트워크 비소속 진료  

보험 연도당 최대 본인 부담 한도 

학생 보험 연도당 $5,000 보험 연도당 $7,000 

배우자 보험 연도당 $5,000 보험 연도당 $7,000 

자녀 각각 보험 연도당 $5,000 보험 연도당 $7,000 

가족 보험 연도당 $10,000 보험 연도당 $14,000 

네트워크 비소속 최대 본인 부담 한도에 적용되는 보장 의료 서비스는 네트워크 소속 최대 본인 부담 한도를 충족하는 데 

적용되지 않으며, 네트워크 소속 최대 본인 부담 한도에 적용되는 보장 의료 서비스는 네트워크 비소속 최대 본인 부담 

한도를 충족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장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소속 보장 네트워크 비소속 보장 

정기 건강 검진 

의사의 진료소에서 실행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보험 연도당 최대 연령 및 방문 

횟수 제한(만 21세까지)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밝은 장래(Bright Futures)에서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침/건강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의 

소아 및 청소년 지침에 명시된 연령 및 방문 제한을 적용함 

보험 연도당 최대 방문 

횟수(만 22세 이상) 

1회 

예방 의료 접종 

시설 혹은 의사의 진료소에서 

실행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최대 한도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예방 접종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에서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침에 

명시된 연령 제한을 적용함 

정기 부인과 검사(자궁 경부암 검사 및 세포 검사 포함) 

의사, 산과 의사(OB), 부인과 

의사(GYN) 또는 산부인과 

방문당 100%(협상 요금)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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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소속 보장 네트워크 비소속 보장 

의사(OB/GYN) 진료소에서 

실행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험 연도당 최대 방문 횟수 1회 

예방 선별 검사 및 상담 서비스 

비만 및/또는 건강한 식생활 

상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담배 제품, 우울증 검사, 성병 

감염 상담을 위한 예방 선별 

검사 및 상담 서비스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유방암 및 난소암의 유전자 

위험 상담을 위한 상담 진료소 

방문 

 

이 보험 플랜은 유방암 선별 

검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보험 연도당 비만/건강한 

식생활 최대 한도(만 22세 

이상의 보장 대상자에게 적용) 

26회(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 등 심혈관 및 식생활 관련 만성 질환에 대해 알려진 기타 

위험 요인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건강한 식단 상담 계획에 따라 10회 방문이 허용됨) 

보험 연도당 알코올 남용 최대 

한도 
아래의 최신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은 연령, 가족력, 빈도 지침에 따름 

• 미국 예방 의학 특별 위원회(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현재 

권장 사항에서 사실상 A 또는 B 등급을 받은 증거 기반 항목 

• 건강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침 

보험 연도당 담배 제품 상담 

최대 한도 

보험 연도당 우울증 선별 검사 

최대 한도 

보험 연도당 성병 최대 한도 

정기 암 선별 검사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최대 한도 아래의 최신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은 연령, 가족력, 빈도 지침에 따름 

• 미국 예방 의학 특별 위원회(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현재 

권장 사항에서 사실상 A 또는 B 등급을 받은 증거 기반 항목 

• 건강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침 

폐암 선별 검사 최대 한도 12개월마다 선별 검사 1회 

스트레스 관리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만성 질환 방문당 100%(협상 요금)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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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스트레스 관리 및 만성 질환 

최대 한도 
1회 

산전 관리 서비스(예방 관리 

서비스만 해당) 

 

(캘리포니아 산전 선별 검사 

프로그램 참여 포함)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수유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유축기 용품 및 부속품 품목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여성 피임 상담 서비스 진료소 

방문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여성 피임 처방약 및 기구 

 

보장에는 최대 12개월 분량의 

FDA 승인 처방 피임약이 

포함됩니다. 

품목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여성 자발적 불임 시술-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공급자 

서비스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70%(인정 요금)  

의사 및 기타 보건 전문가  

의사, 컨설턴트를 포함한 

전문의 진료소 방문(의사 및 

전문의에 의한 

비수술적/비예방적 진료) 

(원격 진료 상담 포함) 

코페이먼트 $20 지불 후 플랜에서 방문당 

100%(협상 요금의 잔액) 부담 

방문당 70%(인정 요금) 

알레르기 검사 및 치료 

알레르기 검사 및 알레르기 

주사 치료(의사 또는 전문의 

진료소에서 주사를 통해 

투여되는 알레르기 혈청 및 

추출물을 포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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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전문의 - 수술 서비스 

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 입원한 

동안 외과 외과의가 수행한 

입원 환자 수술 

(마취과 의사 및 수술 보조원 

비용 포함) 

90%(협상 요금)  70%(인정 요금)  

외과의가 의사 또는 전문의 

진료소, 병원, 수술 센터의 외래 

환자 부서에서 수행하는 외래 

수술(마취과 의사 및 수술 

보조원 비용 포함)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의사 진료소 방문 외 기타 의료 서비스 

워크인 클리닉 방문 

(비응급 방문)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병원 및 기타 시설 치료 

입원 환자 병원(병실 및 식사) 

및 기타 서비스 및 용품 

출산 센터 시설 사용료 포함 

입원당 90%(협상 요금) 입원당 70%(인정 요금) 

병원 내 비수술 의사 서비스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병원 입원 외 기타 의료 서비스 

병원 또는 수술 센터의 외래 

환자 부서에서 수행되는 외래 

수술(시설 비용)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가정 간호 관리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호스피스-입원 환자  입원당 90%(협상 요금) 입원당 70%(인정 요금) 

호스피스-외래 환자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전문 간호 시설-입원 환자 입원당 90%(협상 요금) 입원당 70%(인정 요금) 

병원 응급실  코페이먼트 $150 지불 후 플랜에서 방문당 

100%(협상 요금의 잔액) 부담 

네트워크 소속 보장과 동일하게 지불 

병원의 응급실에서 받는 

비응급 서비스  

보장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중요 공지: 

• 네트워크 비소속 공급자는 당사와 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비용 분담분(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을 전액 

지불금으로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공급자가 청구한 금액과 이 플랜이 지불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자가 귀하의 비용 분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그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귀하는 청구서를 ID 카드 뒷면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야 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공급자와의 지불 

분쟁은 당사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청구서에 ID 카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응급실을 방문할 때마다 각각 별도의 병원 응급실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가 적용됩니다. 응급실 방문 직후 입원 환자로 

입원하면 응급실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가 면제되고 입원 환자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가 적용됩니다. 

• 병원 응급실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에 적용되는 보장 혜택은 플랜에 따른 다른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랜의 다른 보장 혜택에 적용되는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는 병원 응급실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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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응급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병원 응급실 혜택의 일부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는 병원 응급실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는 귀하에게 제공된 특정 서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 병원 응급실에서 제공되었지만 병원 응급실 혜택의 일부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페이먼트/공동보험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 진료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진료 공급자의 이용 

보장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소아 치과 치료(보장 대상자가 만 19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정됨) 

A형 서비스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방문당 70%(인정 요금) 

B형 서비스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방문당 70%(인정 요금) 

C형 서비스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방문당 50%(인정 요금) 

치열 교정 서비스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방문당 50%(인정 요금) 

치과 응급 치료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특정 질환 

당뇨병 서비스 및 용품(장비 및 

교육 포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매복 사랑니 90%(협상 요금)  70%(인정 요금)  

치아 부상에 대한 성인 치과 

치료 
90%(협상 요금)  70%(인정 요금)  

산부인과 진료 

산부인과 진료(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서의 

출산 및 분만 후 의료 서비스 

포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출산 후 첫 방문 방문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방문당 70%(인정 요금) 

병원 또는 출산 센터에서의 

신생아 건강 보육 
90%(협상 요금)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70%(인정 요금)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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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획 서비스 - 기타 

남성 자발적 불임 시술-수술 

서비스  

90%(협상 요금) 70%(인정 요금) 

낙태 의사 또는 전문의 수술 

서비스 
90%(협상 요금) 70%(인정 요금) 

성별 재배정(성전환) 치료 

수술, 호르몬 대체 요법 및 상담 

치료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진단 

및 테스트, 응용 행동 분석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  

입원 환자 병원 

(병실, 식사 및 기타 병원 

서비스 및 용품) 

입원당 90%(협상 요금) 입원당 70%(인정 요금) 

외래 환자 진료소 방문 

(원격 진료 상담 포함) 

코페이먼트 $20 지불 후 플랜에서 방문당 

100%(협상 요금의 잔액) 부담 

방문당 70%(인정 요금) 

기타 외래 환자 치료(부분 입원 

및 집중 외래 환자 프로그램 

포함)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보장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소속 보장 

네트워크(IOE 시설) 

네트워크 소속 보장 

네트워크(비 IOE 시설) 

네트워크 비소속 보장 

이식 서비스 입원 및 외래 

환자 시설 서비스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이식 서비스 입원 및 외래 

환자 의사 및 전문의 서비스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이식 서비스-이동 및 임시 

숙소 

보장됨 보장됨 보장됨 

한 번의 이식 수술에 대한 

이동 및 임시 숙소 비용 평생 

최대 한도액 

$10,000 $10,000 $10,000 

IOE 환자당 임시 숙소 비용 

최대 한도 

숙박당 $50 숙박당 $50 숙박당 $50 

동반자당 임시 숙소 비용 

최대 한도 
숙박당 $50 숙박당 $50 숙박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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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소속 보장 네트워크 비소속 보장 

기본 불임 치료 서비스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특정 치료 요법 및 검사 

외래 환자 진단 테스트 

병원 또는 기타 시설의 외래 

환자 부서에서 수행되는 

진단 종합 영상 서비스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의사 진료소, 병원 또는 기타 

시설의 외래 환자 부서에서 

수행되는 진단 검사 및 

방사선 서비스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외래 환자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치료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외래 환자 호흡 치료 요법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외래 환자 물리, 작업, 언어 

및 인지 치료(심장 및 폐 치료 

포함)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침술 요법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기타 서비스 및 용품 

응급 지상, 항공 및 수상 구급 

이송 

(비응급 구급 이송 포함) 

이송당 90%(협상 요금) 네트워크 소속 보장과 동일하게 지불 

내구성 의료 및 수술 장비 품목당 90%(협상 요금) 품목당 70%(인정 요금) 

장용 조제 분유 및 영양 

보충제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혜택의 유형과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보장됨 

보철 장치 및 보장구  품목당 90%(협상 요금) 품목당 70%(인정 요금) 

보청기 검사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보청기 검사 최대 한도 보험 연도당 청력 검사 1회 

소아 시력 관리 

(보장 대상자가 만 19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정됨) 

소아 정기 시력 검사(굴절 

포함)-법적 자격을 갖춘 안과 

의사 또는 검안사가 수행 

 

종합적인 저시력 평가 포함 

 

콘택트렌즈 피팅을 위한 

방문 포함 

방문당 100%(협상 요금)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방문당 70%(인정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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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소속 보장 네트워크 비소속 보장 

보험 연도당 최대 방문 횟수 

저시력 최대 한도 

콘택트렌즈 피팅 최대 한도 

1회 

 

보험 연도당 종합적인 저시력 평가 1회 

소아 시력 관리 서비스 및 

용품-안경테, 처방 렌즈 또는 

처방 콘택트렌즈 

방문당 100%(협상 요금)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방문당 70%(인정 요금) 

연간 최대 횟수: 

안경테 

처방 렌즈 

콘택트렌즈(비일반 처방 

콘택트렌즈 및 백내장 수술 

후 처방되는 무수정체 렌즈 

포함) 

 

안경테 1세트 

처방 렌즈 1쌍 

일회용 콘택트렌즈: 최대 1년 공급분 

단기 착용 콘택트렌즈: 최대 1년 공급분 

장기 착용 콘택트렌즈: 최대 1년 공급분 

*중요 공지: 시력 관리 용품에 대한 설명은 보장 증명서의 시력 관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보험 연도의 처방 렌즈 보장과 

관련하여, 이 혜택은 안경용 처방 렌즈 또는 처방 콘택트렌즈 중 하나를 보장하며 둘 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처방 

콘택트렌즈의 피팅을 위한 방문은 보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력 관리-만 19세 이상의 보장 대상자에 한함 

법적 자격을 갖춘 안과 의사 

또는 검안사가 수행하는 

성인 정기 시력 검사(굴절 

포함)  

방문당 90%(협상 요금) 방문당 70%(인정 요금) 

보험 연도당 최대 방문 횟수 1회 

외래 환자 처방약 

복제 처방약(특수 의약품 포함) 

소매 약국에서 조제된 최대 

30일 복용량 

공급분 당 코페이먼트 $15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선호 유명 상표 처방약(특수 의약품 포함) 

소매 약국에서 조제된 최대 

30일 복용량 

공급분 당 코페이먼트 $30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비선호 유명 상표 처방약(특수 의약품 포함) 

소매 약국에서 조제된 최대 

30일 복용량 

공급분 당 코페이먼트 $50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경구 투여 항암 처방약-소매 

약국에서 조제된 최대 30일 

복용량 

100%(협상 요금) 보장되지 않음 

소매 약국에서 조제된 예방 

치료 의약품 및 보충제 

 

30일 복용량 

처방당/조제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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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조제된 유방암 

위험 감소 처방약 

 

30일 복용량 

처방당/조제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최대 한도: 보장은 미국 예방 의학 특별 위원회(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권장 사항에 따른 성별, 나이, 의료 상태, 가족력 및 빈도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국에서 조제된 금연 

처방약 및 OTC 의약품 

 

30일 복용량 

처방당/조제당 100%(협상 요금) 

코페이먼트 또는 보험 연도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음 

보장되지 않음 

최대 한도: 보장은 미국 예방 의학 특별 위원회(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권장 사항에 따른 성별, 나이, 의료 상태, 가족력 및 빈도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장 대상자, 보장 대상자의 지명자 또는 보장 대상자의 처방자는 위급 상황에서는 비보장 의약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신속 의료 예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은 보장 대상자가 생명, 건강 또는 

최대 기능 회복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건강 상태에 있거나 보장 대상자가 비정형 처방 의약품을 

사용하여 현재 치료 과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 존재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검토 요청은, Aetna의 

사전 인증 부서 에 1-855-240-0535번으로 연락하거나 1-877-269-9916번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VS Health 

ATTN: Aetna PA 

1300 E Campbell Road 

Richardson, TX 7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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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항 

 

대체 건강 의료 

• 대체 건강 의료 서비스를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품. 여기에는 아로마 테라피, 

자연 요법 의학, 한약 요법, 동종 요법, 에너지 의학, 기독교 신앙 치유 의학, 아유르베다 

의학, 요가, 최면 요법 및 전통 중국 의학 등이 포함됩니다. 
 

군대 

• 모든 국가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입은 부상 또는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공급자로부터 

받은 서비스 및 용품. 귀하가 어느 국가의 군대에든 입대하게 될 때, 당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일할 계산한 미사용 보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인공 장기 

• 신체 장기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장치 
 

이 제외 사항은 실험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장기의 기능을 복구, 교체 또는 

복원하기 위해 비인체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방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방 축소 또는 여성형 유방에 대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품 
 

임상 시험 요법(실험적 또는 시험적) 

• 귀하의 플랜은 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임상 시험 요법(실험적 

또는 시험적) 섹션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상 시험 요법(실험적 또는 시험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실험적 또는 시험적 치료를 위해 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에 

독립 의료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증명서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클레임 결정 

및 이의 신청 절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임상 시험 요법(일상적인 환자 비용) 

• 임상 시험을 위해서만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기록 보관과 관련된 서비스 및 용품(예 : 

프로토콜 유발 비용) 

• 시험 스폰서가 귀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품 

• 실험적 개입 자체(의학적으로 필요한 카테고리 B 시험적 장치 및 Aetna의 클레임 정책에 

따라 특정 임상 시험에서 말기 질환에 대한 유망한 실험적 및 시험적 개입은 예외) 
 

각막 또는 연골 이식 

• 각막(양막의 각막 이식) 

• 연골(자가 연골 세포 이식 또는 골 연골 동종 이식 또는 자가 이식) 이식 
 

이 제외 사항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각막이나 연골 이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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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서비스 및 성형 수술 

• 신체의 모양이나 외양을 변경, 개선 또는 향상하기 위한 모든 치료, 수술(미용 또는 성형), 

서비스 또는 용품. 이는 심리적 또는 감성적 이유인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치료 중 

발생하는 부상은 계획되지 않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에도 우발적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제외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발적 부상 후 수술(의학적으로 가능한 한 즉시 또는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재건 수술 및 용품 섹션에 설명된 대로 수행된 경우) 

• 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성별 재배정(성전환) 치료 섹션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보장 

• 미용 시술의 합병증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 
 

보호 관리 

걷기, 침대 출입, 목욕,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사용 및 약 복용 등 일상 생활 활동 

지원(호스피스 의료, 전문 간호 또는 입원 환자 병원 혜택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예외) 
 

피부과 치료 

• 미용 치료 및 시술 
 

성인 치과 치료 

•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 성인 치과 서비스 

- 치아의 관리, 충치 치료, 발치 또는 교체 및 치아의 부상 또는 질병 치료 

- 잇몸 관련 치과 서비스 

- 치근 절제술(치아 뿌리 절제술) 

- 치열 교정 

- 근관 치료 

- 연조직 매복 

- 치조골 절제 

- 치근막염의 보강 및 전정 성형 치료 

- 의치 

- 치아 임플란트 보철물 복원 

- 치아 임플란트 
 

이 예외에는 뼈에 영향을 받은 치아의 제거, 뼈 골절, 종양 제거 및 치성 각화성 낭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외 사항은 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암 치료 및 치아 부상에 

대한 성인 치과 치료 혜택에 명시된 보장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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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의료 장비(DME) 

• 월풀 

• 휴대용 월풀 펌프 

• 사우나 욕조 

• 마사지 기기 

• 오버베드테이블 

• 엘리베이터 

• 의사소통 보조 장치 

• 시력 보조 장치 

• 전화 경보 시스템 

• 에어컨, 가습기, 욕조 또는 운동기구 등 개인 위생용품 및 편의용품(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도) 
 

교육 서비스 

• 교육, 훈련, 재훈련 서비스 또는 시험을 위한 모든 서비스 또는 용품 (단, 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당뇨병 서비스 및 용품(장비 및 훈련 포함) 섹션에 설명된 

경우는 예외).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특수 교육 

- 교정 교육 

- 야생 치료 프로그램(프로그램이 주거용 치료 시설 또는 달리 허가를 받은 기관의 

일부인지와 관계없음) 

- 직업 교육 

- 직업 강화 프로그램 

• 교육 서비스, 학교 교육 또는 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학교 환경 내의 치료 

프로그램 포함) 
 

선택적 치료 또는 선택적 수술 

• 학생 보험 증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장되고 학생 보험 증서가 유효한 동안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적 치료 또는 선택적 수술 
 

장용 조제 분유 및 영양 보충제 

• 유일한 영양 공급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유아용 조제 분유, 비타민, 처방 비타민, 의료용 

식품 및 기타 영양 품목을 포함한 모든 식품 (단, 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장용 조제 분유 및 영양 보충제 섹션에서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 
 

검사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건강 검사 또는 치과 검사 

• 제3자가 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인 경우. 예로는 취업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한 검사, 노동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등이 있습니다. 

• 법에서 요구되기 때문인 경우 

• 보험에 가입하거나 면허를 취득, 보유하기 위한 경우 

• 여행을 위한 경우 

• 학교, 캠프 또는 스포츠 행사에 가거나 스포츠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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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또는 시험적 

• 임상 시험 요법(실험적 또는 시험적) 또는 임상 시험(일상 환자 비용)에서 보장되지 않는 한 

실험적 또는 시험적 약물, 장치, 치료 또는 절차. 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기타 서비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실험적 또는 시험적 치료를 위해 캘리포니아 보험국(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에 독립 

의료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증명서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클레임 결정 및 이의 

신청 절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응급 의료 서비스 및 긴급 진료 

• 병원의 응급실에서 받는 비응급 의료 서비스 

• 긴급 진료 시설(병원 외 독립 시설)에서의 비 긴급 진료 
 

시설 비용 

다음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치료, 서비스 또는 용품 

• 요양소 

• 생활 지원 시설 

• 개인의 주거지 역할을 하거나 주로 보호 또는 휴식 치료를 제공하는 유사 기관 

• 건강 리조트 

• 스파 또는 요양원 

• 학교, 대학 또는 캠프의 의무실 
 

가족 계획 서비스 - 기타 

• 관련 사후 관리를 포함한 자발적 불임 시술의 복원 
 

중범죄 

• 중범죄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받는 서비스 및 용품 
 

발 관리 

• 다음을 위한 서비스 및 용품 

- 굳은살, 건막류, 발톱, 평발, 추상족지, 평발의 치료 

- 약한 발, 만성 발 통증 또는 일상적인 활동(걷기, 달리기, 작업하기 또는 신발 

착용하기 등)으로 인한 상태의 치료 

- 용품(정형외과 신발 포함), 발 보장구, 아치 지지대, 신발 깔창, 발목 보호대, 

가드, 보호대, 크림, 연고 및 기타 장비, 장치 및 용품 

- 발에 질병이나 부상이 없는 경우의 발톱, 티눈, 굳은살 절단과 같은 일상적인 발 

관리 서비스 
 

이 제외 사항은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보철 및 교정 장치 

혜택에서 보장되는 당뇨병 신발 및 깔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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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재배정(성전환) 치료 

• 다음과 같은 미용 서비스 및 용품 

- 코 성형 

- 얼굴 리프팅 

- 입술 확대 

- 안면 골 축소 

- 안검 성형술 

- 유방 확대술 

- 허리 지방흡입(몸매 윤곽) 

- 제모(얼굴과 목의 전기 분해 요법 포함) 

- 여성화를 위한 목소리 변형 수술(후두 성형 또는 성대 축소) 및 피부 박피술 

- 남성화를 돕는 턱 임플란트, 코 임플란트 및 입술 축소는 미용으로 간주됩니다. 
 

보장 대상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성별 재배정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장됩니다. 

유전자 기반, 세포 및 기타 혁신적인 요법(GCIT) 

다음은 당사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보장 의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 GCIT 지정 시설/공급자가 아닌 시설/공급자로부터 받은 GCIT 서비스 

• GCIT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의 모든 관련 서비스. 예로는 임상 병리실, 방사선과, 

마취 및 간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증명서의 의학적 필요성, 진료 의뢰 및 사전 인증 요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유전자 치료 

• 선천성 기형의 교정을 제외한 신체의 유전자, 유전적 구성 또는 신체의 유전자 발현을 

변형하기 위한 모든 치료, 장치, 약물, 서비스 또는 용품 
 

성장/신장 관리 

• 신장을 늘이거나 줄이고 성장률을 변경하기 위한 치료, 장치, 약물, 서비스 또는 용품 

• 성장을 촉진하는 수술 절차, 장치 및 성장 호르몬 
 

이 제외 사항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장/신장 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청기 및 청력 검사 

아래 서비스 또는 용품 

• 보청기 교체 

-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된 보청기 

- 이전 6-24 개월 이내에 설치된 보청기 

• 보청기의 부품 교체 또는 수리 

• 건전지 또는 전선 

• 난청 교정을 위해 규정된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청기 

•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귀 전문의로 자격을 인증받지 않은 의사가 수행한 모든 귀 또는 

청력 검사 

• 전체 병원 입원의 일부로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 또는 기타 시설 입원 

기간에 시행되는 청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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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모든 테스트, 기기 및 장치 

- 청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 여기에는 보청기 건전지, 증폭기 및 보조 장비가 포함됩니다. 

- 청력 손실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또는 언어를 시뮬레이션하는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것 
 

가정 간호 관리 

• 가정 밖에서 제공되는 간호 및 가정 간호 관리 서비스 또는 치료 지원 서비스(예 : 학교, 

휴가, 직장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연계) 

• 교통편 제공 

• 가족 구성원 또는 보호자가 없을 때 미성년자 또는 성인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용품 

• 가정 봉사원 또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 

• 식품 또는 가정 배달 서비스 

• 유지 관리 요법 
 

위의 유지 관리 요법 제외 사항은 기능을 유지하거나 기능 저하 또는 퇴행을 예방하는 재활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의료 

• 장례 준비 

• 목회 상담 

• 재산 계획 및 유언장 작성을 포함하는 재정 또는 법률 상담 

• 귀하의 의료와 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정 봉사원 또는 간병인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 

- 귀하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간병인 또는 동반자 서비스 

- 교통편 제공 

- 주택 유지 관리 
 

이 제외 사항은 해당 주법에 의해 승인된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발적 수술 

• 우발적 수술에 대해 의사가 청구 한 비용. 이것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과 동일한 절차 

중에 수행되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수술입니다. 
 

출산 및 관련 신생아 의료 

• 긴급 상황에서 발생한 출산의 경우 및 산모가 출산 허가를 받은 장소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된 가정 출산 또는 출산 허가를 받지 않은 기타 장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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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용품 - 외래 환자 일회용품 

• 외래 환자 일회용품 또는 장치. 예로는 다음의 항목 등이 있습니다. 

- 칼집 

- 가방 

- 신축성 있는 의류 

- 지지 호스 

- 붕대 

- 요강 

- 주사기 

- 혈액 또는 소변 검사 용품 

- 기타 가정용 검사 키트 

- 부목 

- 목 보호대 

- 압박 붕대 

- 다른 환자가 재사용할 수 없는 기타 장치 
 

이 제외 사항은 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내구성 의료 

장비, 가정 간호 관리, 호스피스 의료, 당뇨병 서비스 및 용품(장비 및 훈련 포함) 및 

외래 처방약 혜택에서 보장되는 혜택인 일회용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 

•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품. 단, 다른 자동차 

의료비 지불 보험에 따라 혜택이 지불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및 용품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관리 또는 치료, 또는 생리적 기능 회복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및 용품. 여기에는 질병, 부상, 생리적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생리적 

또는 유기적 근거가 없는 행동 건강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는 귀하의 의사, 치과 공급자 

또는 시력 진료 공급자에 의해 처방, 권고, 또는 승인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예외는 

예방 의료 및 건강 관리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 미국 시민 

• 미국 시민이 아닌 보장 대상자의 본국 내에서 보장 대상자가 받은 서비스 및 용품. 단, 

본국에 사회화된 의료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응급 의료 서비스 및 긴급 진료 섹션에서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 
 

비만 

• 비만 선별 검사 및 체중 관리 중재를 위한 예방 서비스를 포함하여,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체중 조절 또는 병적 비만을 포함한 비만 치료를 위한 의약품 또는 체중 관리 치료(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예방 의료 및 건강 관리 섹션에 설명된 경우는 

예외) 이는 다른 의학적 상태의 존재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로는 다음의 항목 등이 

있습니다. 

- 의약품, 각성제, 준비제, 식품 또는 다이어트 보조제, 식이 요법 및 보조제, 식품 

보조제, 식욕 억제제 및 기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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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면 또는 기타 형태의 치료 

- 운동 프로그램, 운동 기구, 건강 또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레크리에이션 요법 

또는 기타 형태의 활동 또는 활동 강화 
 

장기 적출 

• 장기 판매를 목적으로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품 
 

기타 일차 지불인 

• Medicare 또는 다른 당사자가 일차 지불인으로 지불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불 
 

외래 환자 주입 요법 

• 장내 영양 

• 수혈 
 

이 제외 사항은 외래 환자 환경에서의 의학적으로 필요한 주입 요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래 환자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 및 약물 

• 보험 계약자가 귀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외래 환자 처방약 또는 비처방약 및 약물 
 

소아 치과 치료 

• 식이요법, 플라크 관리 및 구강 위생에 대한 모든 지침 

• 비동기식 치과 치료 

• 성형 수술, 재건 수술, 미용 성형, 의치의 개인화 또는 특성화를 포함한 미용 서비스 및 용품, 

외모 개선 또는 향상을 위한 기타 서비스 및 용품, 확대 및 전정 성형, 치아 보호, 세척, 미백 

또는 외모 변형을 위한 기타 물질. 심리적 또는 정서적 이유 여부와 관계 없음(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섹션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보장은 예외) 어금니 

크라운과 가공치의 전장판은 항상 미용으로 간주됩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및 베니어 

- 충치 또는 외상성 부상에 대한 치료이고 해당 치아가 충전재로 복원될 수 없는 경우 

- 해당 치아가 부분 의치 또는 고정성 브리지의 지대주인 경우 

• 치과용 임플란트 및 교정기(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마우스 가드 및 치아를 보호, 교체 

또는 재배치하는 기타 장치) 

• 다음을 위해 사용된 의치,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브리지 또는 기타 기기 또는 서비스 

- 부목용 

- 수직 치수 변경 

- 폐색 복원 

- 소모, 마모, 수축 또는 침식 교정 

• 턱관절 장애의 치료 및 턱뼈 관절 장애(TMJ) 및 두개골 하악 관절 기능 장애(CMJ) 치료, 

악교정 수술, 부정 교합 또는 교합을 변경하기 한 장치의 치료를 포함하여 턱의 교합 또는 

정렬 또는 작동을 변경하는 치료(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특정 

조건 섹션에서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 

• 보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보장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전신 마취 및 정맥 진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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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 교정 치료를 위한 우편 주문 및 가정용 키트 

• 치열 교정 치료(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소아 치과 치료 

섹션에서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 

• 고귀금속(금)으로 만든 가공치, 크라운, 주조물 또는 가공된 복원물(금) 

• 처방약, 사전 투약 약물 또는 진통제(산화 질소) 

• 분실, 결여, 도난 장치의 교체를 위한 경우 및 남용, 오용, 방치로 인해 손상된 장치의 교체 

및 추가 의치 세트 

• 일반적인 전체 치아 수(32개)를 초과하는 치아 교체 

• 정기 치과 검사 및 기타 예방 서비스 및 용품(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소아 치과 치료 섹션에서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 

• 다음의 서비스 및 용품 

- 보장되는 예방 서비스를 제외한 병리, 기능 장애 또는 질병의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공급자를 포함하여, 귀하의 개인적 편의 또는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경우 

- 귀하의 보험 증서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료 또는 의료와 관련하여 제공된 경우 

• 치열 교정 목적만으로 매복 사랑니를 제거하는 수술 

• 치과 공급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치료 
 

개인 관리, 위로 또는 편의 용품 

• 주로 귀하 또는 제3자의 편의와 개인적 위로를 위한 서비스 또는 용품 
 

예방 의료 및 건강 관리 

• 의심되거나 확인된 질병 또는 부상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서비스 

•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입원 기간 동안 제공되는 비예방 의료 검사 

• 정신, 심리, 성격, 감정 검사 또는 검진 

• FDA에서 “검토”했으나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피임 방법 

• 남성 피임 방법 또는 장치(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가족 계획 

서비스 - 기타 섹션에서 보장되는 경우는 예외) 

• 관련 사후 관리를 포함한 자발적 불임 시술의 복원 
 

개인 전담 간호(외래 환자만) 

보철 장치 

• 정형외과 신발, 치료용 신발, 발 보장구 또는 기타 발을 지지하는 장치(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보철 및 교정 장치에서 보장되거나 또는 보장되는 다리 

보호대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는 예외) 

• 탈장대, 코르셋 및 기타 지지용 품목 

• 분실 또는 오용으로 인한 수리 및 교체 
 

보험 계약자의 학교 건강 서비스 

• 다음에서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품 

- 보험 계약자의 학교 건강 서비스 

- 보험 계약자의 의무실 

- 보험 계약자의 병원 

- 보험 계약자의 약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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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건강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품 

- 보험 계약자에게 고용 

- 보험 계약자와 제휴 

- 보험 계약자와 계약 또는 약정 

- 보험 계약자가 
 

달리 지정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 배우자, 동거인, 시민 결합 파트너, 부모, 자녀, 의붓자녀, 형제, 자매, 사돈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성기능 장애 및 향상 

• 성기능 장애 치료, 성기능 향상 또는 성적 욕구 증가를 위한 모든 치료, 처방약, 서비스 또는 

용품으로, 다음을 포함함 

- 발기 기능을 교정 또는 향상하거나, 민감도를 향상하거나, 성기의 모양이나 

외관을 변경하기 위한 수술, 처방약, 임플란트, 장치 또는 제제 

- 성 치료 요법, 성 상담, 결혼 상담 또는 기타 상담 또는 자문 서비스 
 

이 제외 사항은 증명서의 외래 환자 처방약 – 기타 서비스 섹션에서 보장하는 

성기능 장애/향상 치료를 위해 처방된 처방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비동 수술 

• 급성 화농성 부비동염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비동 수술을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또는 용품 
 

힘 및 성능 

•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장치 및 용품으로써, 주로 다음을 향상하기 위해 고안된 

의약품 또는 제제 

− 힘 

− 신체 조건 

− 지구력 

− 신체적 기능 

 

측두 하악 관절 기능 장애 치료(TMJ) 및 두개 하악 관절 기능 장애 치료(CMJ) 

• 치아 임플란트 
 

치료 요법 및 검사 

• 모발 분석 

• 최면 및 최면 요법 

• 물리 치료 양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마사지 치료 요법 

• 감각 또는 청각 통합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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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서비스 

• 기존 질병에 대한 즉각적인 이식에 사용하지 않는 장기의 적출 및 보관 

• 기존 질병에 대해 적출 후 12개월 이내에 이식에 사용하지 않는 골수, 조혈 모세포 또는 

기타 혈액 세포의 적출 및/또는 보관 

• 이동 및 임시 숙소 비용 
 

연방, 주 또는 정부 기관에서의 치료 

• 관련 법률에서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연방, 주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 또는 기타 시설에서의 모든 치료 
 

불임 치료 

불임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불임 치료 – 기본 

불임 섹션에 설명된 경우는 예외)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메노트로핀, hCG 및 GnRH 작용제 등을 포함하는 주사용 불임 약물 

• 다음과 관련된 모든 비용 

- 귀하 또는 대리모를 위한 대리 임신(대리모인 보장 대상자에게 달리 제공되는 보장 

혜택은 예외) 대리모란 자신과 유전적으로 관련된 아이를 친아버지를 포함한 타인에 

의해 양육되도록 넘겨줄 목적으로 잉태하여 임신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 의인성 불임을 제외한 난자, 배아 또는 정자의 극저온 보존(냉동), 저장 또는 해동 

- 기증자에 대한 지불, 기증자 선별 검사 비용, 실험실 검사 비용, 기증자 난자 채취 또는 

이식에 필요한 기증자 간호와 관련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한 기증자 난자 주기에서의 

기증자 관리 

- 자궁 대리모 역할을 하는 여성을 위한 자궁 대리모의 이용. 자궁 대리모는 유전적으로 

연관이 없는 배아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 ART 서비스에 대해 이 플랜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정자 채취 

• 가정 배란 예측 키트 또는 가정 임신 테스트 

• 기증자 배아, 기증자 난모 세포 또는 기증자 정자의 구매 

• 관련 사후 관리를 포함한 자발적 불임 시술의 복원 

• 메노트로핀, 자궁 내 수정 및 모든 관련 서비스, 제품 또는 시술을 포함한 배란 유도 

• 시험관 수정(In-vitro fertilization, IVF), 수정란 난관 내 이식술(Zygote intrafallopian transfer, 

ZIFT), 배우자 난관 내 이식술(Gamete intrafallopian transfer, GIFT), 냉동 배아 이식 및 모든 

관련 서비스, 제품 또는 시술(예: 난자 내 정자 미세 주입(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또는 난자 미세 수술) 

• ART 서비스는 네트워크 비소속 의료에 대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력 관리 

소아 시력 관리 서비스 및 용품 

• 안경테, 비처방 렌즈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처방 콘택트렌즈 
 

성인 시력 관리 

• 처방 콘택트렌즈 피팅과 관련된 안과 의사, 검안사 또는 안경사 진료소 방문 

• 안경테, 비처방 렌즈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처방 콘택트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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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시력 관리 서비스 및 용품 

증명서의 귀하의 플랜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 기타 서비스 섹션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플랜은 성인 시력 관리 서비스 및 용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비처방 선글라스와 같은 특수 용품 

• 시각 교정 또는 시력 치료 요법과 같은 특수 시력 시술 

•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에 머무는 동안의 검안 

• 콘택트렌즈 또는 그 피팅을 위한 검안 

• 안경, 중복 안경 또는 예비 안경, 렌즈 또는 안경테 

• 분실, 도난 또는 파손된 렌즈 또는 안경테 교체 

• 정확도 검사 

• 방사상 각막 절개술, 라식 수술 및 유사한 시술을 포함한 시력 교정을 위한 눈 수술 

• 굴절 오류를 치료하는 서비스 
 
 

야생 치료 프로그램 

• 이 섹션의 교육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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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환자 처방약에 적용되는 예외 및 제외 사항 
 

복합 처방 

• 복합 생물학적 식별 호르몬을 포함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량 화학물질을 

포함한 복합 처방 
 

미용 의약품 
•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또는 제제 

 

보장되는 외래 환자 처방약의 투여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장치, 제품 및 기구 
 

의료 식품을 포함한 건강 보조 식품 이는 의사가 처방한 경우, USPSTF A 및 B 권장 사항 목록(예 : 아스피린, 

비타민 D, 엽산 및 철분 보충제)에서 요구하는 장내 및 장외 영양제 또는 FDA 승인 OTC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및 약물 
• 미국 예방 의학 특별 위원회(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서 권장하지 않는 한,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처방 주문이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 및 약물(예: 일반(OTC) 의약품). 이 예외는 공급자가 

처방한 FDA 승인 OTC 여성 피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보험 적용 처방약에 대해 치료적으로 동등하거나 치료적으로 대체되는 의약품 및 

약물(의학적 예외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 일반 의약품(OTC)과 치료적으로 동등하거나 치료적으로 대체되는 의약품 및 약물(의학적 예외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의약품 또는 약물이 OTC로 이용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의약품의 처방 

강도는 여전히 보장됩니다. 이 경우 처방약의 전체 등급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FDA가 승인하지 않은 의약품 및 약물 

• 비용을 연방, 주 또는 정부 기관(예: Medi-Cal 또는 Veterans Administration)에서 부담하는 의약품 및 약물 

• 체중 증가 또는 감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및 약물(각성제, 준비제, 식품 또는 다이어트 보조제, 식이 

요법 및 보조제, 식품 보조제, 식욕 억제제 및 기타 약물 등을 포함함) 
 

중복 약물 치료 요법(예: 항히스타민제 2종류) 
 

여행 또는 직업 관련 예방 접종 
• 미국 예방 의학 특별 위원회(USPSTF)에서 권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 또는 직업 관련 예방 접종 

 

불임 
• 불임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주사용 처방약 

 

처방약: 
• 이 플랜에 따른 보장 유효일 이전에 또는 보장 종료일 이후에 조제된 처방약 

• 습관성 물질에 대한 중독을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의약품, 불법적, 

비윤리적, 무분별, 남용,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의도된 의약품 및 

ID 카드에 명시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얻은 의약품 
 

리필 
• 최신 처방전이 작성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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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도난 처방전의 교체 
 

당사는 다음을 제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제조업체의 제품(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약품(동일한 활성 성분 또는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 

용품 또는 장비가 선호 의약품 가이드에 있는 경우) 

• 모든 용량 또는 형태의 의약품(동일한 의약품(동일한 활성 성분 또는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당사 선호 의약품 가이드의 다른 용량 또는 형태로 이용 가능한 경우)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국제 학생 건강 보험 플랜은 Aetna Life Insurance Company가 보증합니다. 

Aetna Student HealthSM은 Aetna Life Insurance Company와 그 계열사(Aetna)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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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국가 

이 보험 증서에서 제공되는 보장 범위가 경제 또는 무역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경우, 보장은 즉시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제재 규정을 위반할 경우 Aetna는 건강 의료나 기타 클레임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자산 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서면 라이선스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금지된 

개인 또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와 관련된 제재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visit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ages/default.aspx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조 기술 

보조 기술을 사용 중인 분들은 다음 정보를 완전히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가입자 ID 

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문서를 보려면 무료 WinZip 앱이 있어야 합니다. 앱 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 금지 

Aetna는 연방 인권법을 준수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Aetna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에 따라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다르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Aetna: 

•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당사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무료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공인 수화 통역사 

o 다른 형식(대형 활자 인쇄물, 오디오,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 기타 형식)의 서면 정보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무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 공인 통역사 

o 다른 언어로 작성된 정보 

이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인권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Aetna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또는 성별을 근거로 다른 방식으로 

차별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주소로 고충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Civil Rights Coordinator, PO Box 14462, Lexington, 

KY 40512, 1-800-648-7817, TTY 711, Fax 859-425-3379, CRCoordinator@aetna.com. 고충 사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혹은 이메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 사항 제기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권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인권 사무국(Office for Civil 

Rights)의 웹사이트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를 통해 전자적으로 또는 다음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인권 침해 관련 불편 사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509F, HHH Building, Washington, D.C. 20201, 1-800-368-1019, 800-537-7697 (TDD) 

불편 사항 양식은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Aetna는 Aetna Life Insurance Company, Coventry Health Care 플랜, 그 계열사 등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Aetna 

그룹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명입니다.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ages/default.aspx
https://ocrportal.hhs.gov/ocr/portal/lobby.jsf
http://www.hhs.gov/ocr/office/fil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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