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Go™ 여행 보험

응급 여행 보험
혜택 및 특징

캐나다로 여행 온 관광객을 위한 플래티넘 보험

본 보험은 본국 이외의 해외로 여행하는 동안 발생한 의료 경비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보험은
캐나다로 여행을 온 관광객, 이민자, 그리고 주정부 의료 보험 발급을 대기 중인 귀국 캐나다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

최고 부담액
응급 의료 치료
비응급 치료
구급차
처방약

전문 의료 서비스
응급 항공 수송

보험에 가입된
동반 여행자의 귀국
가족 교통비

입원한 동안
지출한 경비
(예정된 귀국일 기준)

최고 한도

$10,000 단위로 증액, 최고 $300,000까지 이용 가능
••
••
••
••
••

입원/외래 환자의 질환이나 부상에 대한 응급 의료 치료
내과의사, 외과의사, 마취사, 정식 학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 간호
엑스선 및 실험실 검사 서비스
필요한 의료 기구 임대

초기 응급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치료의 경우 최고 $3,000까지
산악 및 해상 구조 포함

최고 $10,000까지 또는 30일치로 제한

면허를 소지한 물리 치료사, 카이로프락터, 발 치료사, 접골사 및 족병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당 최고 $500까지

치료를 받고 주치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캐나다 또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항공 후송 또는 항공료에 대해
최고 보험 가입 금액까지
캐나다로 송환 또는 후송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출발지로 돌아오는 항공편에 대한
편도 이코노미 요금
1회의 왕복 이코노미 항공료 또는 육상 교통 비용과 식사 및 숙소에 대해
하루 최고 $100까지
하루 최고 $200까지, 총 $2,000 한도

자녀 돌봄

하루 최고 $50까지, 총 $500 한도

임신 및 출산

•• 임신,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9주 이내에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
최고 $3,000까지

치과

본국 송환
차량 환송

사고사 및 사지절단

•• 사고의 경우 최고 $4,000까지
•• 치통의 경우 최고 $600까지

• 송환의 경우 최고 $12,000까지(관 비용 제외)
• 사망으로 매장/화장하는 경우 최고 $5,000까지(관이나 유골 단지 비용 제외)
최고 $2,500까지

• 항공기 사고의 경우 최고 $25,000까지
• 24시간 항시 발생 가능한 일반 사고의 경우 최고 $25,000까지

(계속)

tugo.com

혜택 및 특징
주요 기능

연령 제한

생후 15일~89세

공제

$0 자동 공제, 보험료 할인을 위한 공제 옵션 구입 가능

요율

유예 기간
기왕증 보장
캐나다로/캐나다에서의 여행
해외 여행
제외사항
청구 절차

개인 또는 가족 요금 적용 가능

•• 캐나다 도착 전 보험을 구입한 경우 유예 기간 없음
•• 캐나다에 도착한 후 60일 이내에 보험을 구입한 경우 질환에 대해 48시간의 유예 기간이 있음
•• 캐나다에 도착하고 61일 이상 지난 후 보험을 구입한 경우 질환에 대해 7일의 유예 기간이 있음
•• 0세~69세의 경우 120일 동안의 안정 상태 필요
•• 70세~79세의 경우 120일 동안의 안정 상태 필요(기왕증 보장 옵션을 구입한 경우)
•• 80세~89세의 경우 보험 혜택 없음
각 여행마다 최고 7일 동안 혜택이 제공됨

해외 여행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보낸 시간만큼 보장됨. 본국 체류 기간에는
보험 혜택 없음
•• 선택 치료 및 수술
•• 검사 및 문진
•• 모든 제외사항에 대한 전체 목록은 보험약관 참조
보험약관에 있는 청구 지침 참조

이 개요에 사용된 용어는 보험약관에 있는 법적 및 기술적 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 보험약관의 표현이 우선하며 보험약관은 요청 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제외사항, 제한사항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TuGo 및 Visitors to Canada Platinum은 뉴브런즈윅 주, 노바스코샤 주 및 P.E.I. 주에서 인가를 받은 보험 대리인인 Kathleen S. Starko 및 Bradley G. Dance가 대표를 맡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알버타 주, 서스캐처원 주, 마니토바 주 및 온타리오
주에서 인가를 받은 보험 중개업체인 TuGo라는 상호로 사업하는 North American Air Travel Insurance Agents Ltd(주소: 11th Floor - 6081 No. 3 Road, Richmond, BC Canada V6Y 2B2)의 등록 상표이며 이에 의해 관리됩니다. 보험은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및 특정 Lloyd’s 보험사에 의해 공동이 아닌 개별적으로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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