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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are NZ 학생용 플랜
NZ 학생용 플랜은 여러분이 집을 떠난 후 다시 귀환할 때까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필독: 모든 한도액은 NZ 달러 기준입니다. 부가적인 한도, 조건 및 본인 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nib 재무 건전성 평가 등급 및 전체 약관은 Uni-Care 웹사이트 또는 NZ 학생 보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ni-Care는 20년 이상 뉴질랜드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보험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유학생 및 
방문객들에게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경험을 지닌 업체가 되었습니다.

NZ 학생용 플랜 보장
NZ 학생용 플랜은 학생들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들로부터 학생들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보장 한도액은 혜택 명세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 및 거주 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NZ 
학생용 플랜은 일시적인 본국 방문뿐 아니라 호주 및 
남태평양 국가로의 여행 시에도 보장을 제공합니다. 
NZ 학생용 플랜은 기타 다른 국가의 방문 시에도 보장을 
제공하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학업에 임하는 모든 유학생은 건강 및 여행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Uni-Care를 통해 안전과 
안정을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NZ 학생용 플랜은 
뉴질랜드 교육부의 유학생 보호관리규정의 보험 요건을 
충족하며, 2016년 교육 실행 규정(유학생에 관한 특별관리 
규정) 및 뉴질랜드 내 체류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이민성의 
학생 비자 보험 요건 또한 충족합니다. 

기존 질환
기존 질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경우, 
보장 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혜택 명세서
Uni-Care 
NZ 학생용 플랜

보험 대상  
1인당:

섹션 1 의료 및 의료 관련 비용(대피, 귀국 및 
취소 포함) 

무제한

섹션 2 수하물 & 소지품 $15,000
섹션 3 연결 교통수단 놓침 $25,000
섹션 4 사망 또는 사고로 인한 장애 $50,000
섹션 5 개인적 채무 $2,500,000
섹션 6 납치 및 몸값 $250,000
섹션 7 렌트카 본인 부담금 $5,000

섹션 1 & 2에는 일부 부가적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섹션 1 의료 및 의료 관련 비용
• 대안적 의학요법(연 1회) $500
• 연 1회 시력 관련 보장(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품만 해당)
$300

• 정신질환 치료 및 상담(자살 시도 보장 포함) $20,000
• 일시적 본국 귀국 시의 의료비 $200,000
• 본국에서의 지속적 치료(영구적 귀국 이후) $20,000
• 보증금 손실(환불이 불가능한 교육기관 

교육비 포함) 
$100,000

• 약물/알코올로 인한 귀국 $10,000
• 국외 추방 $30,000
• 친척 동행인(임신, 자살 및 약물/알코올에 대한 

보장 포함l) 
$100,000

• 입원 중 개인 현금(일일 $100) $10,000
• 장례비(임신, 자살 및 약물/알코올에 대한 

보장 포함l) 
$100,000

• 불법 체포 $10,000
• 현금 강탈(일일 $100) $10,000
• 렌트카 긴급 반환 $1,000
• 여행 지연 $10,000
• 수색 및 구조 $10,000

섹션 2 수하물 & 소지품
• 수하물 분실 $1,000
• 여행 문서의 미승인 사용 $5,000
• 돈 분실 또는 도난 $1,000
• 항목별 최대 한도액(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2,500

• 화재 피해 $12,000

뉴질랜드 최고의 유학생 보험 제공업체

Uni-Care는 교육기관 및 유학원과의 협력 하에 학생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시 귀환하는 순간까지 보호를 
제공합니다. Uni-Care는 유학생 및 가족들의 보험청구시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청구 
전용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NZ 학생용 플랜 정책은 nib nz limited (이하 “nib”)
에서 발행 및 보장합니다. nib는 24시간 긴급 지원팀이 
지원하는 여행 보험업체입니다.

보험청구 및 긴급지원 연락처:
뉴질랜드 내 무료 전화: 0800 864 227 (0800 UNICARE)
호주 내 무료 전화: 1800 864 227 (1800 UNICARE)
기타 국가 내 무료 전화: +64 4 381 8166 (Collect Call)

보험청구 이메일: claims@crombie.co.nz
서비스 시간 외 긴급지원 이메일:  
EmergencyAssistance@nib.com.au  

보험 사무실 연락처:
무료 전화: 0800 UNICARE (0800 864 227)
전화: +64 9 362 4039
이메일: insure@uni-care.org
웹사이트: www.uni-care.org

Uni-Care 인터내셔널 여행 보험 
Crombie Lockwood(NZ) Limi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