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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년 이상의 경력으로, 저희는 고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감을 드릴
것을 자부합니다.
저희는 현재 Stonewell Insurance, Stonewell
Investment, Stonewell Group Benefit, Carewell,
Tripwell 그리고Tripbrella 법인과 상품을 통해 총
12,500 명의 개인과 기업 고객을 관리 하고 있으며, 가장
큰 비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독창적인 맞춤 서비스로 고
객들의 위험과 위기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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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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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견적및 가입
www.stonewellinsurance.com
info@stonewellfinancial.com

캐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여행하세요!
Stonewell Financial Serices Inc
3550 Victoria Park Avenue, Unit 311
Toronto, ON M2H 2N5
Bus:1 416 645 3858| Fax: 1 416 645 3859

wherever you from

특징과 혜택
캐나다 여행, 즐기세요!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응급 상황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예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즐거운 여행의 첫걸음입니다.

캐나다 방문자 여행 보험을 왜 구매하나요?
캐나다 방문 시, 본국의 의료보험으로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여행자가 캐나다 정부 의료보
험 혜택이 없을 때,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의료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Carewell 전문가들이 권하는 여행 보험이 있으면 응급
의료 상황 중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보험
을 꼭 준비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받고 아무 염려
없이 여행을 즐기십시오.

혜택 요약

• 응급 상황 병원 진료 및 의료 $10,000~$150,000
• 숙식비, 보육비, 필수 통화료, 택시비 등 현금
지급 경비에 대한 보험 혜택

응급 상황 병원 진료 및 의료

최대 보험금까지

• 캐나다에 주로 머물면서 캐나다 밖을 여행하는
경우의 보험 혜택

사고사 및 사지 절단

최대 보험금까지

• 본국 방문 후 캐나다에 돌아올 때 새 보험증권을
재신청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 다시 유지 가능

응급 교통편

최대 보험금까지

• 의무적인 보험 계약 자격 심사 없음

치과 사고

$4,000

간병인

직종당 $500

카이로프랙터/ 정골사/ 발
치료사/ 족부사 또는 침술사

최대 $500 까지

치과 응급 상황

최대 $500

응급 귀가

최대 $3,000까지

추후 진료 방문

최대 $5,000까지

현금 지급 경비

최대 $15,000까지

물리치료사

최대 $500

시신 운구

최대 $10,000 까지

가족/친구의 교통편

최대 $3,000까지

이런분들에게 추천!
• 캐나다 방문자/워홀러/취업/파견근무자
• 슈퍼 비자 신청자
•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기다리며 응급 상황에 준하는
보험 혜택을 찾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본국 복귀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에 거주중인 방문자/워홀러가 본국을 제외한
타국(미국등)으로 여행할 경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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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본인 부담금)추가시 보험료 할인
$100 = 5% premium savings
$250 = 10% premium savings
$1,000 = 20% premium savings
$3,000 = 30% premium sav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