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newell Financial Services Inc.
저희 Stonewell Financial Service Inc.는 개인과 기업
고객들에게 보험상품과 투자 상품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정 관리와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업계 25년 이상의 경력으로, 저희는 고객 개개인의 필
요에 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감을 드릴
것을 자부합니다.
저희는 현재 Stonewell Insurance, Stonewell
Investment, Stonewell Group Benefit, Carewell,
Tripwell 그리고 Tripbrella 법인과 상품을 통해 총
12,500 명의 개인과 기업 고객을 관리 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독창적인 맞춤 서비스로
고객들의 위험과 위기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Stonewell Financial Services Inc.
3550 Victoria Park Avenue, Unit 311
Toronto, ON M2H 2N5
1200 McGill College Ave, Suite 1100
Montreal, QC H3B 4G7
4170 Still Creek Drive, Suite 200
Burnaby, BC V5C 6C6
Bus: 1(416) 645-3858
1(514) 512-3858
Toll Free 1 - 833 - 645 - 3858

info@stonewellfinancial.com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보험관련 및 재정관리에 관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단하고, 편리하면서도 마치
설계사와 1:1로 상담하는 것 같은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철저하고 정확한 정보로 가장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금융 및 보험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lobal Partners We Work With:

세계 어디서나
Online Quote & Purchases
www.stonewellinsurance.com

안전여행하세요!
캐나다 현지인을 위한 여행보험

수혜 자격, 제한 사항 및 예외 조항:
여행 보험은 수혜 자격, 제한 사항, 예외 조항 등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onwell 여행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혜택, 조건, 예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www.stonewellinsurance.com
info@stonewellfinancial.com

개인정보 보호 방침
저희는 저희가 수집, 사용 및 공개하는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비밀 및 보안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Stonewell 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보시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stonewellinsurance.com

Administered by Stonewell Financial Services Inc.

wherever you go

누가 가입 하나요?

혜택과 보장 범위
• 최대 보장액 $10 million (약 100억원) 지원
• 응급시 24시간 다국어 지원 서비스
• 여행 서류(여권,비자)분실시 도움 지원
• 가족 단위로 가입 시 비용 절감

혜택 요약

• 캐나다 정부로부터 건강 보험 (온타리오의경우 OHIP) 지원을
받고 계신 분

• 사업상, 혹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외 혹은 다른 주로 여행을
가시는 90세 미만의 모든 연령대의 캐나다 시민권자

응급 상황 병원 진료 및 의료

최고 $10 Million

최고 보장액에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고객을 위한 multi-trip plan 으로

왜 가입해야 하나요?

연간 요금 혜택

• 미국외 해외로 여행 시 Canada-only와 International
Travel 상품으로 비용 절감

• 옵션 추가 시 여행중이나 여행전에 계획이 바뀌게 되시는
경우 보장혜택 제공 (Trip Cancellation and
Interruption Protection)

• 여행 수하물 분실 및 도난 (Optional plan)

Tripwell의 약속
저희 Tripwell은 응급 의료 상황시 보험사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을 도와드립니다

여행지에서 배탈 또는
식중독에 걸린다면?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실을 찾아
치료후 의료비를 지불 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의료 응급
상황일때?

긴급히 병원으로 수송 할
응급차를 준비해 드립니다

본국을 떠나 해외로 여행 하실 때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100% 고객님이 부담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응급시의 의료비용, 사고 처리비용,
혹은 여권/비자와 같은 여행 서류 분실 시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출도 포함합니다.
세계 각국의 병원들은 외국인들에게 하루에 수만 달러
이상의 병원비를 청구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
비에 대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의료보험으로는 혜택을
거의 받아보실 수 없고, 주정부 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고객이 사고나 의료 경비에 대한 걱정 없이 어느 목적지에
서든 편안한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여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 드립니다.

사망 장소에서의
매장 및 화장

$4,000

응급 치과 치료

최고 $500

응급 수송

최고 $10 million

응급상황시 예상 못한 비용
(숙식/교통)

$3,500

애완동물의 송환

최고 $500

약물 처방

최고 $1,000

사망시 사망자 송환

최고 $15,000

최고 $200,000 또는
$500,000 까지

여행 목적지로의 귀환

최고 $5,000

수하물 도난 및 손실

최고 $1,000 또는
$1,500 까지

의료진/여행 동반자의 귀환

최고 $10 million 최고

사고 사망 신체 절단

$25,000/ $100,000
/$250,000

렌트 차량 또는 선박의 반납

$4,000

다
응급 치료후 여행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최고 보장액까지

각 전문의별 최고 $500

추가 선택 - 별도의 보험료와 혜택이 있습니다:

연중 무휴 다국어 응급 지원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서
$3,500 까지 지원해 드립니

구급차와 구급차 안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물리치료, 침술 등
전문 의료시술

비행 사고
치료 중 동반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최고 $4,000

(강아지 또는 고양이)

여행 취소 및 중단 보상 혜택
의료 응급시 현지언어의
장벽이 있다면?

사고 치과 치료

여행 시작전 최고 $15,000
까지 여행 시작후 최고 무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