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유학생 프로그램 

보험 계약 11024 

 

혜택 훑어보기 

사고로 사망 및 팔다리 절단 

 - 24 시간 사고의 경우 보험 계약 연도당 최고 $10,000 까지. 
 

 - 항공기 또는 공공운송 사고의 경우 보험 계약 연도당 최고 $100,000 까지. 

 

구급차 교통수단  

 - 유면허 구급차 요금 사고 건당 최고 $10,000 까지. 
 

 - 응급 수송기 및 대피 요금 사고 건당 최고 $500,000 까지. 
 

 - 유면허 택시 요금 사고 건당 최고 $100 까지. 

 

치과 혜택  

치과 혜택은 가입자가 거주하는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일반의/치과의사 치과 치료 요금 안내서에 규정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 한도 내에서 결정. 

 - 사고 치과 치료 요금 치료 건당 최고 $5,000 까지. 
 

 - 응급 진통 치료 요금 치료 건당 최고 $600 까지. 
 

 - 사랑니 치료 요금 치아 개당 최고 $100 까지. 

 

약 혜택 

 - 처방 건당 60 일분으로 제한. 

 

눈검사 

 - 연속 12 개월마다 1 회 검사. 

 

입원  

 - 2 인실 요금, 의료적으로 필요한 입원 및 외래 환자 치료 시 통상적이고 관례적이며 합리적인 범위 

한도까지. 

 

렌즈/안경테/콘택트 렌즈/보청기  

 - 보험 계약 연도당 총 합산 금액 최고 $250 까지. 

 

건강 검진  

 - 연속 12 개월마다 전문의 1 회 진료. 

 

준의료 서비스  

 - 족병 치료사/발전문 치료사, 카이로프랙터, 정골 치료사, 물리치료사 요금은 보험 계약 연도당 치료사당 

최고 $1,000 까지. 

 -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분석가/사회복지사 요금은 보험 계약 연도당 총 합산 금액 최고 $1,000 까지. 입원의 

경우 평생 최고 $25,000 까지. 

 - 침술 치료 요금 보험 계약 연도당 최고 $600 까지. 
 

 - 모든 준의료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 

 

개인 간호  

 - 등록 간호사, 등록 간호 조무사 또는 면허 실무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가정 간호 

요금은 보험 계약 연도당 최고 $10,000 까지. 주치의의 서면 승인 필요.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유학생 프로그램 

보험 계약 11024 

 

혜택 훑어보기 
시신 운송  

 -  시신 처리(화장 포함) 및 고국 운송(관 요금 제외) 시 최단 경로로 캐나다 출국 지점까지 최고 

$10,000 까지. 

 

성생활 상담  

 - "성교 후 먹는 경구 피임약" 1 회 상담 포함 성병과 관련된 상담 비용 보험 계약 연도당 최대 $100 까지. 

 

관계자 방문 교통수단  

 -  가입자가 입원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주치의가 직계가족의 입회를 요청할 시 최단 경로의 교통수단 

요금(항공편, 버스, 열차) 왕복 일반석 요금 최고 $5,000 까지. 

 

폐결핵 검사와 예방주사  

 - 보험 계약 연도당 최고 $100 까지. 
 

 

일반 정보 

보상 종류  

 - 응급 전용 

자격조건  

 - 귀하는 풀타임 유학생이며, 캐나다 임시 거주자로서 65 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체 총 합산 최고 보상액  

 - 보험 계약 연도당 $5,000,000. 

보험 계약 연도  

 - 8 월 15 일부터 8 월 14 일까지 

해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기: 

 - 보험 계약 연도 말일, 

 - 보험 계약 연도 말 이전일 경우에는 참여 교육 기관에 더 이상 등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게 되는 날짜, 

또는 

 -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짜. 

전세계 여행 기간  

 - 여행 건당 30 일로 제한. 
 
 

INCONFIDENCE® 

inConfidence®는 대면, 전화, 온라인을 통해 학생 또는 호스트 가족이 호스트 기간 동안 겪게될 수 있는 모든 

개인적 또는 감정적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는 무료 비밀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inConfidence 프로그램은 연중무휴, 하루 24 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Confidence 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또는 이용을 위해서는 1-877-418-2181 로 전화하시거나 www.myinconfidence.ca 에 로그인하십시오(사용자 ID: 
NBISP, 암호: inconfidence). 무료전화 이용 시 140 개 언어로 실시간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지 요약이며 계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혜택, 약정, 조건은 보험계약서와 책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Medavie Blue Cross 전화 1-800-667-4511 또는 이메일 inquiry@medavie.bluecross.ca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유학생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nbispinsurance.ca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