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방문자 보험
Emergency Medical Insurance
Benefits and Features

TuGo Travel Insurance
®

Traveller

이 보험은 가입자의 본국 밖에서 여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의료 비용에 대한 보험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보험은 캐나다
방문자,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 및 주정부 건강 보험 혜택을받을 수 없는 방문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주요 혜택

최대 한도

최대 책임보상

$200,000 CAD

응급 처치

•
•
•
•
•

후속 방문치료

• 최초 응급 치료 후 14 일 이내에 3 회 후속 방문치료 가능

구급차

예, 구급차 또는 택시를 포함하여 지상, 바다 및 항공비용

처방약

30 일동안의 처방약

전문 의료 서비스

면허를받은 물리 치료사, 척추 지압 요법 사, 척도 전문 의사, 정골 의학 의사, 발 전문의 및 검안사
를 포함한 실무자 당 최대 $ 500

골절 치료

응급환자 또는 외래 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응급 치료
진료의사 서비스
사설 간호
엑스레이 및 검진 서비스
필수 의료 기기 대여 또는 구입

엑스레이, 주형 제거, 재 주조 및 물리 치료를 포함하여 골절과 관련된 치료에 최대 $ 1,000

병원에서 별도로 필요한 지출

부수적 인 병원 비용으로 하루 최대 $ 75

비상 항공 운송

최대 보험금 한도안에; 의료 앰뷸런스, 환자석 또는 편도 이코노미 항공료, 의료 승무원 또는 여행
동반자,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좌석 업그레이드 (피보험자 및 승무원 또는 여행 동반자를위한 비용)

여행 동반자 고국 귀환금액

의료비로 귀국 한 경우 출발점까지 편도 항공료가 환불됩니다.
피보험자가 Air Transportation benefit 또는 Repatriation benefit에 따라 귀환 할 경우; 부양 자녀 /
손자를 원래 출국 지점으로 귀환할 수 있는 편도 항공료

자녀 / 손주의 고국귀환 금액

Repatriation
송환

가족 수송

풀 타임 학생 인 경우 21 세 또는 25 세의 자녀 / 손자에게 적용됩니다. 정신적으로 / 신체적으로 장
애가있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음니다.
•
•
•
•

신신 준비 및 반환에대해 최대 보험금 한도내에서.
$ 5,000까지 장례식비용
$ 5,000까지의 화장비용 과 송환 비용을 포함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시신을 식별 할때 들어가는 교통비와 식사와 숙박을 위해 최대 $ 300에서 최대 $
1,500까지, 가족 구성원은 피보험자로 또한 보험 대상이됩니다

하나의 왕복 항공료 또는 지상 운송 비용을 지불하고 일일 최대 $ 300을 그리고 총 비용 $1,500
까지 환불됩니다.

육아비용

보험가입자의 자녀또는 자녀가 보험에 가입경우 다른 도시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는 경우 18 세 이하의 자녀를위한 보육 비용은 하루 최대 $ 250에서 최대 $ 2,500까지 입니다.

여상치 못한 비용(out-of-pocket)

최대 하루에 $ 250에서 최고 $ 2,500

치과 치료

• 사고로인한 치과 치료 최대 $ 4,000
• 기타 치과 응급시 최대 $ 500

24 시간 사망사고 보험

최고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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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특징
주요 특징
가입 할 수 있는 보장금액

$25,000/$50,000/$100,000/$150,000/$200,000

Rates

Single person, two person, family rates available

공제금

$150 CAD 자동으로 포함; 만일 15 % 할증료 집지불할경우 공제액을 없앨 수 있는 옵션; 공제금
을 높임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보험을 구매 한 경우 질병에 대한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 캐나다 입국 후 60 일 이내에 보험을 구매할 경우 대기 기간은 48 시간입니다.
• 캐나다에 도착한 후 61 일 이후에 보험을 구매 한 경우 대기기간은 7 일입니다.

전 세계 여행

보험 기간 안에 캐나다 전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본국을 제외한 전세계 여행시 보험 혜택
을 받을수 있습니다.
59 세 이하
• 보험효력일 또는 캐나다 도착일 이전에 기존 의료상태가 120 일간 안정성 상태라면 보험 혜택 가능

기존 의료 조건에 대한 혜택

제외
청구 절차

60 ~ 69 세
• 보험효력일 또는 캐나다 도착일 이전에 기존 의료상태가 180 일간 안정성 상태라면 보험 혜택 가능
70세 이상
• 기존의료 에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 응급 치료(병원에서 일반 정기검진)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치료
• 검사 및 조사 상담
전체 제외 목록은 정책 문구를 참조하십시오.
정책 문구의 청구 가이드 라인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선택(Option)
Contact Sports

Provides coverage for contact sports (for 18 years and over) – sum insured up to policy limit.
Surcharge will apply

Adventure Sports

Provides coverage for adventure sports – sum insured up to policy limit.
Surcharge will apply

Extreme Sports

Provides coverage for extreme sports – sum insured up to policy limit.
Surcharge will apply

The language in this document may not be the same as the actual policy wording which will prevail in all instances and is available upon request. Certain exclusions, limitations and conditions may apply. TuGo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nd is administered by North American Air Travel Insurance Agents Ltd. d.b.a. TuGo, a licensed insurance broker in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Manitoba, and Ontario, represented by licensed insurance agents
Kathleen S. Starko and Bradley G. Dance in New Brunswick, Nova Scotia and P.E.I. Insurance is underwritten by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Industrial Alliance Pacific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and certain Lloyd’s Underwriters, severally and not joi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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