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대리 및 회장 임명직
국제로타리 또는 로타리재단 경비로 여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국제로타리 여행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로타리와 로타리재단 공식 업무 여행 시, 보험카드를 반드시 소지한다. 사고나

(ID

1.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이 보험카드를 제시한다. 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RI 담당
직원에게 연락한다.
. 보험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 정책 규약 및 기한과 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

의료비: 해외 여행 시 최고 US$500,000 까지.

•

개인 소지품 분실: 해외 여행 시 개인 물품 또는 동류의 물품 셋트 당 최고 US$10,000 까지

: 국내 여행 시에는 적용 안됨.*
: 국내

여행 시에는 적용 안됨.
•

비상 시 혹은 자연 재해로 인한 응급 소개: 해외 여행 시에만 적용된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전에
Europ Assist 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 국내 여행 시에는 적용 안됨.

•

사고사 및 불구. 최고 USD$500,000 까지

•

유체 운구: 본인의 거주지에서 100 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urop
Assist 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

응급 의료 후송: 본인의 거주지에서 100 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urop Assist 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
3.

Europ Assistance USA 비상 핫라인: 비상 시 보험카드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한다.
. RI 여행 보험은 로타리 기금으로 여행 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추가 일정에 대해 최대 7 일

까지 보험 커버리지가 제공된다. 이를 초과한 날 수에 대한 여행 보험은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보험 혜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RI 위기 관리 부서의 조이 캠프벨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메일: insurance@rotary.org, 전화: (847) 424-5318, 팩스: (847) 556-2147
본 안내문은 미국 ACE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혜택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보험 혜택은 보험 정책 규약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회장 대리 및 회장 임명직
. 질병, 사고, 분실 등 보험 적용이 가능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한

4.

보험 청구서를 보험회사인 ACE American Insurance Co.로 제출한다(주소는 보험카드 참조). 보험 청구서
양식은 RI 위기 관리 부서, insurance@rotary.org 에 연락하면 입수할 수 있다. 모든 관련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보관한다.

*

Europ Assist

보험 혜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RI 위기 관리 부서의 조이 캠프벨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메일: insurance@rotary.org, 전화: (847) 424-5318, 팩스: (847) 556-2147
본 안내문은 미국 ACE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혜택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보험 혜택은 보험 정책 규약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