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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역 
요약

일반형

진정으로 보장받는 느낌,  
그 평화로움을 
경험해보세요.

보험은 결코 고객이 걱정해야 할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보험은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없애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이상, 우리는 국제 교육 보험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오로지 이 분야에만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국제 교육 보험 분야의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위해 보험 절차를 원활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험 정책과 절차를 고객의 필요에 꼭 맞춰 
드리겠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우리 상품과 
정책을 이해하도록 직접 참석해서 도와 드립니다.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또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험이란 신분증과 보험등록번호 그 이상입니다. 
보험은 관계이며,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은 고객이 바른 선택을 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 책상까지 오는 서류는 
없어요.술술 진행됩니다...
골칫거리는 전혀 없어요. 
 페기 나글레,   구엘프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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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영: 
Reliable Life Insurance Company 
100 King Street West, 11th Floor 
Hamilton, ON  L8N 3K9



보장 내역 요약 일반형

임신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보상

가족 수송  피보험자가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가족 2인을 위해

 항공료 최대 $5,000
 경비 최대 $1,500

항공 수송/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본국 송환  하거나, 본국 병원으로 송환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

사고사 및              $50,000(옵션 선택 시 최대
사지 절단              $200,000까지 보장) 

대중교통수단 사고 $100,000 

정신적 외상 상담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사 및 
 사지 절단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 최대 6회 보장

현지 장례 사망 발생 지역에서 유해, 
 화장, 매장, 또는 장지 준비

 최대 $5,000 
 

사망자 본국 송환 본국 송환 준비 및 송환 관련
 최대 $15,000

 

병원  해당 비용의 100%
 2인실;
 치료상 필요한 경우 1인실

X-선 촬영
실험실 검사

 해당 비용의 100%

내과 전문의/
외관 전문의

 해당 비용의 100%

정신 질환으로  해당 비용의 100%
인한 입원  보장 최대 $50,000까지 지급

정신과 치료 다음의 경우 해당 비용의 100%
 a) 위에 명시된 입원 비용에 더불어
 정신 질환 입원 환자의 응급 치료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 최대 $10,000
 또는
 b) 외래 환자의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 치료에 대해 최대 $1,000

눈 검사  6개월 이상 상품을 구매한 경우, 
 비 응급 상황시 눈 검사    1회에  
 최대 $100까지 해당 비용의 100%

준의료 서비스  척추 지압, 마사지 치료, 침술, 
 자연 요법, 발 치료/발병 치료 등의
 경우 최대 $500까지
 해당 비용의 100%
 전문의 소견서 필요없음

물리 치료/  최대 $1,000까지 해당 비용의
언어 치료  100%, 입원 환자의 경우 제한없음\
 

간병인  최대 $15,000까지 해당 비용의 
             100%

구급차  해당 비용의 100%

보장 내역 일반형 보장 내역 일반형

응급수송 병원이나 의료 기관으로 오고 가는
 택시 비용 최대 $100

처방약  최대 30일 분까지 해당 비용의
 100%, 입원한 경우 제한없음
 

치과-사고 상해 사고로 입에 타격을 입어 생긴
 상처에 필요한 응급 치과 치료에 

 대해 최대 $4,000 까지 
 해당 비용의 100%

치과-응급 상황 6개월 이상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고통 및 통증 경감의 목적에 대해
 최대 $600까지 
 해당 비용의 100%

인공보철술/
의료기구

 목발, 지팡이, 휠체어, 보행 
   보조기, 석고 붕대 등에 대해 
   해당 비용의 100%

 

장애자 지원 장애 학생의 경우, 
 교정 기구의 결함, 고장 및 
 도난으로부터 보호

연례 검사
비응급 상황시

  6개월 이상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한가지 검사에 대해 $150까지  

 해당 비용의 100%

캐나다 밖에서의    모든 해당 비용은 전세계 어디서나  
보장  보장, 단 미국에서는 30일까지만 
 보장, 본국에서는 학교 주관 행사나 
 훈련과정 프로그램 참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 불가

보장 내역 일반형

공지사항:
· 본자료는 StudentGuard 보험 증권에 의거, 제공되는 보장내역 요약입니다.
· 특정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상세 내용은 StudentGuard 보험 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 실제 보험 증권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모든 보장 금액은 캐나다 유통 통화 기준이며, 365일 단위로 적용됩니다. 
· 특정 보장 내역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최대 $2,000,000까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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