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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방문
귀하의 여행 보험 개요
여행 보험은 무엇인가?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지만, 모든 방문객과 비자를 소지한 분들 모두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뉴질랜드에 방문 시 여행
보험을 갖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비할 수
있습니다.

Southern Cross Travel Insurance 에 관해

Southern Cross Travel Insurance (SCTI)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는 보험 회사입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문 시 여행 보험을 어떻게 구매하나요?
뉴질랜드에 방문하기 위해 여행 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문 정책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사에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이 정책에 자격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뉴질랜드 워크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갖고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에 방문을 위한 비자 취득 요건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문 여행 보험에 가입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 언제든지 주야간 긴급 지원 가능
• 입원, 의사 진료 및 처방전 관련된 비용 대상

개인 또는 가족 보험?

• 모국으로 의료 의무 후송 대상

이용 가능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개인’ : 한 명 또는 성인 한 명과 부양 자녀(들)이 모두 보험
증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동일한 여행 일정에 함께 여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가족’ : 한 명의 성인과 그 배우자 및 부양 자녀(들)에게
적용되며, 모든 가족 일원들의 이름이 보험 증서에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여정으로 함께 여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여행 지연 및 연락편 놓칠 경우의 보상 대상

일하는 동안 보험 관해

• 개인적 책임에 대한 보상 대상

전문적인 스포츠 및 위험한 작업의 직업을 제외한 대부분 종류의
직업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책임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상이 관련된 사고에 관해
사고에 관련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뉴질랜드 사고 보상 협회
(New Zealand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에 가장 먼저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료 경계태세 제한에 관해

65세 또는 이상일 경우, 의료 제1항 의무 및 후송은 1인당
$5,000 이하로 제한된 클레임 제기를 할 수 있으며 3주 동안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분실, 도난 또는 손상된 여권 및 기타 중요한 여행 관련된
서류 대상
• 입원할 경우 입원비 및 추가 여행 대상
• 분실 또는 도난당한 현금 보상 대상
• 개인 사고 대상
• 렌트카 대상

당사에 연락하는 방법
해당 내용을 적어서 하단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Southern Cross Travel Insurance, Private Bag 99925,
Newmarket, Auckland 1149, New Zealand
뉴질랜드 내에서 전화할 경우:
해외에서 전화할 경우:
이메일:

					

0800 784 691
+ 64 9 979 6597
info@scti.co.nz

scti.co.nz

뒷면에 계속해서...
1SXT300.5 07/19

혜택 일정에 관해

하위 제한

일부 섹션에는 특정한 유형의 클레임에 대해 하위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클레임에 하위 제한이 없는 경우 섹션
제한이 적용됩니다.

섹션1

의료 의무 및 후송
부수적 서비스

정책당 1인당 $200

섹션 제한에 관해

응급 치과 치료

정책당 1인당 $750

추가 여행 및 숙박

예상치 않은 사건당 $5,000

동반자		

정책당 1인당 $10,000

장례비 또는 사망자의 귀환

사망자당 $25,000

수색 및 구조

정책당 1인당 $10,000

테러		

정책당 $100,000

섹션 1

의료 의무 및 후송			
$100,000
경계태세 제한
정책당 1인당 $5,000 및 65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주		
		
경계태세가 적용됩니다.
(예상치 않은 사건 당 $100 초과 비용 적용)

섹션 2

여행 여정 변경 관련		
$50,000
섹션 2
(예상치 않은 사건 당 $100 초과 비용 적용)		
여행 여정 변경 관련
섹션 3
여행 지연
개인 사고 관련		
$20,000
			
(예상치 않은 사건 당 $100 초과 비용 적용)
특별 이벤트로 지연된 여행
			
섹션 4

12시간 당 $250, 예상치 못한
사건당 $2,000까지
정책당 $5,000까지, 1인당 		
$1,000

직계 가족 구성원 기존 조건으로
개인 책임 관련		
$250,000
(예상치 않은 사건 당 $100 초과 비용 적용)
인한 클레임

1인당 $2,500, 정책당 		
즉시 $5,000의 조건까지

상용 고객 우대 포인트을 사용하여
구매한 티켓
렌트카 초과 관련		
$2,000

정책당 $5,000

섹션 5

(예상치 않은 사건 당 $100 초과 비용 적용)

섹션 6

현금 및 여행 서류 관련		
$1,000
(예상치 않은 사건 당 $100 초과 비용 적용)

기존의 건강 상태

면책 조항

기존의 건강 상태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PECS)
는 이 정책에서 제외되며, 뉴질랜드에 체류 중에 병세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건강 상태는 귀하가 구입하는 향후 정책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건강 상태 (PECS)는 귀하의 보험 시작 날짜 이전에 귀하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가 알고 있는 의학적 또는 신체적 조건,
증상 또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 진단 여부와 관계없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PEC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판매 브로슈어에 포함된 정보는 사실상 간략하고 일반적인
내용이며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 및 적용 가능한
제한 한도, 예외 또는 기타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www.scti.co.nz/visiting-new-zealand/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 정책 문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험료와 혜택은
뉴질랜드 달러 (NZ$) 입니다.

Southern Cross 응급 지원

뉴질랜드 방문 시 여행 보험을 통해 Southern Cross 응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24
시간, 주 7일 응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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