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
여행자 보험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동안 여러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보험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의료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할 경우, 보건의료비가 비쌀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생 여행자 보험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여러분의 재정도 보호해줍니다.

표준 옵션
보험금

응급 병원 진료

최대 보장액
최대 총보장액에 포함된 것:

응급 의료

다음과 같은 캐나다 유학생에게 이상적입니다:

포함된 항목:
• 내과의/외과의/마취의/공인간호사
• 진단/실험실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
• 구급차(비상 택시 요금 포함)
• 의료 기기 또는 장비 임차

• 정부 의료 보험이 없는 캐나다 임시 체류자

포함된 항목:
• 면허 소지 카이로프랙터, 정골 의사, 족병 전문가/
족치료사, 자연요법사, 침술사, 물리치료사

• 캐나다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종합대학 또는 공인
교육기관에 등록된 풀타임 학생
•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후 전공 분야에서 취업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1년 이하)
• 동거 중인 배우자 및 피부양자를 자신의 보험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
특징 및 장점

• 저비용의 통합형 병원 진료, 의료 및 확장 보건의료 솔루션

• 표준 90일 이상 안정적 기저 질환 옵션에 따라 기저 질환도
보장됩니다

• 보험 기간의 대부분을 캐나다 내에서 지냈을 경우, 캐나다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도 보장됩니다
• 미국 여행은 보험 기간 중 최고 30일로 제한됩니다
상세 내용과 견적을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Bridges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info@biis.ca

$5백만 (CAD)

계약 보험금 이내
계약 보험금 이내

전문 서비스

분야당 최고 $600/12개월간
(CAD)

의약품

최고 30일치

눈 검사

12개월간 1회 (CAD)

출산 급여
건강 검진

비상 교통편/귀국

가족 또는 친구 교통편
치과 사고

치과 응급 진료
사랑니

사망자 송환

사고사 & 사지절단
•

노출 및 실종 포함

교습 서비스

표준 90일 이상 안정적 기저 질환 옵션
표준 옵션 급여 +:

기저 질환  

A031FS-0720-KO

여행자 보험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약관, 제한 및 예외 사항을 알아보려면 보험 증권을 참조하십시오. 여행자 보험은 Cooperators Group of Companies의 회원사인 CUMIS General Insurance Company가 보장하는 것이며, AZGA Service Canada Inc.의 등록
회사명인 Allianz Global Assistance가 관리합니다.

12개월간 최고 $1,000 (CAD)
12개월간 1회 - 최고 $250
(CAD)
계약 보험금 이내

최고 $5,000 (CAD)
최고 $5,000 (CAD)
최고 $600 (CAD)

치아 1개당 최고 $100 (CAD)
최고 $15,000 (CAD)
최고 $15,000 (CAD)

$20/시간 - 최고 $500 (CAD)

90일 이상 안정적일 경우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