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혜택 요약
보조금 여행을 위한 의료 & 사고 보험 프로그램
지구 보조금, 글로벌 보조금, 패키지 보조금(직업 연수 팀에 한함),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여행을 위한 의료 및 사고 보험 정책(“정책”)”에 의한 보험이 제공됩니다. 보조금 기금으로 여행하는 경우 BCD Travel 을 통해
예약해야 하며, BCD Travel 을 통해 예약이 이루어질 경우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보조금을 수령하지만 여행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보험 커버를 위해 ‘여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을
커버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 부담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나 예방을 위한 의료 조치는 커버되지 않으며,
본국에서의 여행 시에는 제한된 범위만 커버됩니다. 또한 기존에 다른 보험을 갖고 계신 경우, 그 보험의 커버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보험 혜택은 보조금 활동 기간에 한해 적용되며, 장학생 혹은 평화 펠로우인 경우에는 장학 기간 동안의 타당한
개인 여행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활동 기간을 전후한 개인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은
보조금 기간을 전후한 이틀까지 적용되므로, 전후 기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여행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보조금 여행 시에는 로타리 보조금 웹사이트에 수록된 보험 가입증(“ID”)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나 질병
시에는 가입증에 명시된 긴급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도 보험 가입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께 ID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urop Assistance USA (“Europ Assist”)를 통한 응급 지원(24/7) 여러 언어로 여행 및 의료와 관련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행 전 지원, 긴급 메시지 전달 서비스도 해 준다. 적절한 의료 기관을 찾도록 도와주며,
의료비를 위한 협상도 지원해 준다.


미국과 캐나다: 1.888.870.2947.



그 외 다른 지역(수신자 부담): +1.609.375.9190.



이메일 : AXIS.travel@europassistance-usa.com.



의료비. 외국 여행 시 최고 미화 50 만 달러까지 커버된다.



가족 상봉. 긴급 의료 상황 시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계 가족 한 명과 재회할 수 있도록 미화 4,000 달러까지
커버된다.



응급 소개. 본인 거주지로부터 100 마일, 혹은 161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여행 시에만 해당되며, Europ
Assist 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유해 송환. 본인의 거주지에서 100 마일, 혹은 161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여행 시에만 해당되며, Europ
Assist 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개인 소지품 분실/손상. 상업용 교통편을 이용한 경우, 최고 미화 500 달러까지 커버된다.



사고사/사지 절단.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고 미화 1,000 달러까지 지급된다.



여행 취소. 의사의 명령이나 기상 이변, 혹은 교통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반환이 불가능한
교통 경비에 대해 미화 1,500 달러까지 커버된다.



여행 중단. 의사의 명령이나 기상 이변, 혹은 교통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여행이 중단되는 경우, 반환이 불가능한
추가 여행 경비에 대해 미화 2,500 달러까지 커버된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보험 정보는 요약된 내용입니다. 정확한 혜택 내용은 보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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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질병, 물품 분실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청구서/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 회사(AXIS)로
제출해야 합니다(Europ Assist가 주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 양식은 보조금 여행 보험 웹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인 기록을 위하여 청구서와 영수증을 비롯하여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insurance@rotary.org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에 수록된 보험 정보는 요약된 내용입니다. 정확한 혜택 내용은 보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