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로부터 유효

국제 유학생을 위한 여행 보험
International Student

보험가입은 의무사항 입니다.
모든 유학생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의료 및 여행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던 크로스 여행 보험 (Southern Cross
Travel Insurance) 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여행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던 크로스 여행 보험 소개
서던 크로스 여행 보험사(SCTI: Southern Cross Travel Insurance)
는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뉴질랜드 대표 보험사이며,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 그룹 (Southern Cross Healthcare Group)
의 계열사입니다.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 그룹의 계열사로는
뉴질랜드 최대의 의료 보험회사와 민간 수술기관망을 포함합니다.
서던크로스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보험회사 입니다.

보험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학생 보험 가입 및 보장을 받으려면:
(a) 			 학업 기간 동안 유효한 뉴질랜드 학생비자(방문비자의 경우 		
		 예외일 수 있음-자세한 내용 문의)가 있거나 신청 예정이여야 		
		 합니다.
(b) 		 뉴질랜드 교육 기관에 등록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보장되나요?
이 보험은 의료 및 후송비, 여행 일정 변경, 개인 사고, 개인
배상책임, 렌트카 자기 부담금, 현금 및 여행 관련 문서, 수하물과
개인 휴대품 등에 대해 보장해드립니다. 자세한 보상 한도액은 보험
약관을 참조하세요.

개인과 가족 보장 중 어느 것이 필요하세요?
아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개인: 보험증권에 명시된 개인(1인)
• 가족: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개인과 그의 부양 자녀 또는
- 개인과 그의 배우자, 부양 자녀; 가족 모두의 이름이 보험증권에
명시되고 같은 일정으로 함께 여행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 시…
부문별 한도액은 보장내용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뉴질랜드 내에서 인정되는 의료비 (보장내용에 명시된 바에 따라)
는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상.
• 응급 치과 치료비, 시력변화로 인한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교체 시
상당 부분 보상.
• 모국과 뉴질랜드를 오가는 여행에 대해 최대 31일까지 여행보험
적용.
• 호주와 남태평양 여행 시 최대 31일까지 여행보험 적용.
•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비행기티켓을 소지한 경우 모국 방문 시
최대 90일동안 최고 $20,000까지 보장.
• 유학생 보험이 만료되기 전 갱신 할 시 이전에 청구한 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 제공 (‘만성 질환 혹은 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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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알아두셔야 할 중요사항
가입자의 의무

국제 유학생 여행보험 가입 방법은?

이 안내서는 유학생 여행보험이 제공하는 옵션에 대한 요약본이며,
보장내용, 특징 및 한도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요약본은 보험약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험 구매 전에 전체 보험약관을 읽고, 이해하신 후 동의하는 것이
가입자의 의무 입니다. 보험약관은 웹사이트
www.internationalstudent.co.nz 또는 귀하의 지정된 대리인
또는 학교에 의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방법

기저 질환
본 약관에서는 귀하의 기저 질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 유학생 여행보험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internationalstudent.co.nz 에서
온라인으로 국제 유학생 보험을 구매하시거나 청약서를 작성하신
후 귀하의 지정 대리인 또는 학교를 통해 보험료를 지불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지정 대리인 또는 본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Southern Cross Travel Insurance Private Bag 99925,
Newmarket, Auckland 1149, New Zealand

그러나 신청과정에서 기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전화:

여기서 기저질환이란,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시작일 전에
본인이 인지하고 있거나, 본인과 관계있는 사람이 온당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질병이나 건강 상태, 증세나 상황 등을 말합니다.

이메일:

기저 질환에 대한 보장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보험을 구매한
날로부터 31 일 이내에 전화번호 0800 784 691 (뉴질랜드 내)
또는 +64 9 979 6597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으로 문의하시면,
건강 심사 후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진행 중 제외된 기저 질환 (보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내용)은 귀하의 약관에서 보장이 계속해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금
부문 6(현금 및 여행 서류)에 따른 보험 청구 시 $100의 자기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부문 7(수하물 및 휴대품)에 따른 보상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건당 $200의 자기 부담금에 더하여, 청구한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각각 한 대당 $500의
자기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가품에 대한 추가 보장
이 보험은 보장 내용에 명시된 부문별 한도 내에서 카메라와
컴퓨터(관련 부속품 포함)에 대해 물품당 최고 $2,500, 기타
개인 물품은 물품당 최고 $1,500, 장신구류는 합계 $5,000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물품당 최고 $5,000의 고가품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당 신고 물품 합계액 최고 한도는 $15,000입니다. 이
추가 보장을 이용하실 경우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부상이 동반된 사고
보험 청구가 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 뉴질랜드 사고 보상 공사
(ACC: New Zealand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관리
이 보험은 예상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합니다.
돌보지 않은 소유물 또는 차안에 귀중품을 방치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
물품에 대한 보안을 위해 항상 관리하셔야 합니다.

서던 크로스 응급지원 서비스

국제 유학생 보험 가입자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서던
크로스 응급지원 서비스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0800 784 691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전화:
웹사이트:

+ 64 9 979 6597
info@scti.co.nz

www.internationalstudent.co.nz

보장 내용

부문과 및 하위 부문 한도
부문별 최대 보상금액

부문 한도액

하위 부문 한도액

연간 1인당 최대 보상금(NZ$)

일부 부문에는 특정 청구 유형에 대한 하위 부문 한도액이
지정돼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청구 유형에
대한 하위 부문 한도액이 없을 때는 본 페이지에 명시된 부문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부문 1
의료 및 이송

무제한

부문 2
여행 일정 변경

$50,000

부문 3
개인 사고

$50,000

부문 4
개인 배상 책임

$500,000

부문 5
렌터카 자기 부담금

$1,500

부문 6
현금 및 여행 서류

$1,000

(예상하지 못한 사건당 자기 부담금 $100 적용)
부문 7
수하물 및 휴대품

$25,000

(예상하지 못한 사건당 $200의 본인 부담금 및 노트북,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한 대당 $500의 본인 부담금 적용)

하위 부문 한도액
부문 1

의료 및 이송
검안사 진료
렌즈
보조 의료서비스
정신보건
테러 사건
응급 치과 치료
입원 중 현금 수당
추가 교통 및 숙박비
동반인
장례 비용/유해 본국 송환
수색 및 구조

부문 7
방문당 $50 연간 1인당 최대
$250
연간 1인당 $100
연간 1인당 $200
연간 1인당 $20,000
보험증권당 $100,000
연간 1인당 $500
하루당(24시간을 채울 경우)
$100, 연간 1인당 최대 		
$5,000
예상하지 못한 사건당 		
$5,000
보험증권당 $15,000
사망자당 $25,000
연간 1인당 $10,000

부문 2
여행 일정 변경
여행 지연
기저질환으로 인한 보상 청구
직계가족

12시간당 $250, 예상하지 		
못한 사건당 최대 $2,000
1인당 $2,500			
보험증권당 $5,000

부문 4
개인 배상 책임
잘못된 체포나 부당 구금 관련
법적 비용

연간 1인당 $10,000

수하물 및 휴대품
신고하지 않은 컴퓨터 및 카메라 			
(관련 부속품 포함)

품목당 $2,500

신고하지 않은 전자 제품 			
			

예상하지 못한 사건당
합계 한도 $5,000

신고되지 않은 장신구류 			
			

예상하지 못한 사건당
합계 한도 $5,000

기타 신고하지 않은 품목 			

품목당 $1,500

신고 품목 			

품목당 $5,000

신고 품목 전체 			
			

보험증권당 최대 		
$15,000

수하물 지연(12시간 지연 후) 			
			

예상하지 못한 사건당
$500

전체 부문
본국에서의 보상
보험 약관에 따라 본국 방문 			
기간에 대한 보상금			
		

보험증권당 최대 		
$20,000

보험료

기간과 보장에 따라 다음의 보험료(NZ$)가
적용됩니다
기간 			

개인

가족

1 개월

70

132

2 개월

139

263

3 개월

173

333

4 개월

211

410

5 개월

263

514

6 개월

316

616

7 개월

369

719

8 개월

421

821

9 개월

474

923

10 개월

526

1,026

11 개월

579

1,128

12 개월

633

1,231

13 개월

684

1,333

14 개월

737

1,436

15 개월

791

1,540

16 개월

842

1,642

17 개월

896

1,744

18 개월

949

1,847

19 개월

1,001

1,949

20 개월

1,054

2,052

21 개월

1,107

2,154

22 개월

1,159

2,257

23 m개월

1,212

2,359

24 개월

1,265

2,462

면책조항
본 상품 안내서는 주요 내용을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담고 있으며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과 한도액,
예외 사항, 기타 적용 가능한 조건 등은
www.internationalstudents.co.nz 에서 제공하는 국제 유학생
여행 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명시된
보험료와 보상 금액은 모두 뉴질랜드 달러(NZ$) 기준입니다.

이 표에 명시된 보험료에는 나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나 기저질환
또는 신고 물품에 대한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2019년 2월 1일 기준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 유의할 점
위 보험료는 64세 이하 여행자에게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나이에 따른 추가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65-69세:
왼쪽 명시된 요율에 15% 보험료 추가
70~74세:
왼쪽 명시된 요율에 75% 보험료 추가
75~79세:
왼쪽 명시된 요율에 130% 보험료 추가
80세 이상:
왼쪽 명시된 요율에 200% 보험료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