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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에서 의사의 진료비, 병원비, 주간 보호 
치료비를 지불해드립니다.

의료 후송비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긴급 상황인 경우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에 당사에서는 비싼 비용이 드는 보호/
관리를 도와줌으로써, 고객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건강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사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고객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여행 보험에 포함되지 않지만 NZ$20,000로 
뉴질랜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물
프라임 보험은 상당한 금액의 수화물과 개인 소지품에 대한 보장을 
해드립니다. 또는 라이트 보험을 이용할 경우 보장 대상 물품을 
지정하거나 보장 대상에서 물품을 제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안내서의 '보험혜택 비교표'를 읽어 보시고, www.orbitprotect.com  
에서 이러한 각 보험에 적용되는 조건, 제외 사항,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개인 고가품
프라임 보험은 NZ$2,500를 초과하는 물품(예: 카메라 또는 컴퓨터)
을 신청서에 기재할 경우 이러한 모든 물품을 전액 보장합니다. 라이트 
보험에서도 물품 보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보험료 적용).

기존 질병
기존 질병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의 수수료 NZ$40
로 특정 상황에 대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 의료 혜택!
당사의 보험을 계속 유지하시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이 만료될 때 당사가 신규 보험을 계속 제공해 드릴 의무는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휴가차 방문입니까? 뉴질랜드 유학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주가 목적입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보험 보장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OrbitProtect Experience New Zealand 보험은 현지 환경을 
반영하는 적절한 보장 내용으로 여행객, 잠재 거주자 그리고, 그 사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줍니다. 뉴질랜드 방문이 남서 
태평양 지역 여행의 일부인 경우 당사에서는 뉴질랜드를 거쳐 호주, 
피지, 뉴칼레도니아 등으로 여행할 때 최대 31일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제공합니다. 

여행객으로 뉴질랜드에 왔다가 계속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의 보험을 통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보장도 
해드립니다. 

당사의 보험은 뉴질랜드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IAG New Zealand 
Limited의 NZI로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단기 체류이든 아니면, 
1년 이상 장기 체류이든, 
OrbitProtect 
Experience New 
Zealand는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줍니다.

모든 뉴질랜드 여행객을 위한 보험 
의료 전문가, 낙농장, 건축 관련 직종(Christchurch 재건),  
학생 가족. 1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www.orbitprotect.com에서 온라인 보험금 청구 시스템 링크를 클릭
하십시오.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 후부터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
할 때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보험 혜택 비교표
뉴질랜드에서 이 보험이 적용되는데 그 외에 보장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여행 최장 보상 기간 

고국 출발 뉴질랜드 행 여행 및 귀국 
여행

여행당 9일

뉴질랜드 출발 호주 및 남서 태평양 
지역 여행

보험 기간 중 총 31일

보상 항목 보상 한도(NZ$)

의료비    Prime    Lite

의료비 무제한 프라임과 동일

신체 장애가 발생하여 고국으로 
송환되거나 귀국 무제한 프라임과 동일

동행 여행자의 여행 및 숙박비
최대 $100,000. 뉴질랜드 
내 1일 숙박비 한도 $250, 
숙박비 총 한도$5,000.

프라임과 동일

장례비 및 화장비 또는 유골의 고국 
송환비. 최대 $100,000 프라임과 동일

신체 장애 기간 중 가정에서 간호 최대 $50,000 프라임과 동일

응급 치과 치료 최대 $750 최대 $250

입원 기간 중 생활보조비(24시간 
이후부터)

1일 최고 $100, 총 한도는 
뉴질랜드 내 $3,000, 국외 
$10,000

보장되지 않음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
최고 $25,000(만 16세 
미만은 $10,000)

프라임과 동일

개인 소유물    Prime    Lite

수화물과 개인 소지품은 노후도와 
관계 없이 대체 비용('신구교환공제')
이 보장됩니다. 구입한지 12개월이 
넘는 의류와 신발은 감가상각 
('신품 구입가에서 감가상각액 공제') 
후의 금액으로 보상. 지정할 수 
있는 품목당 최대 금액은 $10,000
입니다. 등록된 모든 품목의 합계 
한도는 $30,000

최대 $10,000 + 지정한 
품목.
품목, 켤레 또는 세트의 
최대 보장 한도는 지정 없이 
$2,500입니다.

보장되지 않음
(선택적 보장 
참조)

개인 서류의 분실 또는 손상 최대 $1,000 프라임과 동일

현금 도난 최대 $500 프라임과 동일

1.

2.

3.

4.

5.

6.

7.

8.

1.

2.

3.

보상 항목 보상 한도(NZ$)

여행 사고 보상    Prime    Lite

파업, 날씨 등으로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추가 여행비 
및 숙박비

최대 $10,000 프라임과 동일

모든 수하물 배송이 6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필수 의류 
및 화장품 등의 구매비

최대 $200 보장되지 않음

조기 귀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최대 $10,000 프라임과 동일

연결 교통편을 놓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최대 $10,000 프라임과 동일

부당 체포나 불법 억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비용.

최고 $10,000(고국 
내에서는 제외) 프라임과 동일

예치금 손실    Prime    Lite

여행 계획 취소 최대 $50,000 프라임과 동일

개인 변상 책임    Prime    Lite

고의가 아닌 치사나 상해, 또는 
재산손해에 대한 법적 변상 책임

최대 $2,500,000 프라임과 동일

수색 및 구조    Prime    Lite

사비 수색 및 구조 활동비 최대 $10,000 보장되지 않음

렌트카 사용 손실 & 본인 부담금    Prime    Lite

렌트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

최대 $2,000 프라임과 동일

렌트카 업체에 지불해야 할 사용 
손실 요금 보장.

최대 $5,000 프라임과 동일

1.

2.

3.

4.

5.

두 보험에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
$75 - 긴급 의류 및 화장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청구 보험금(프라임 약관
의 3.7항)

뉴질랜드 학업 시 혜택: 고객 또는 고객의 모든 가족 피보험자가 공부를 하
는 동안 의료 보험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제외됩니다(학생에 대한 본인 
부담금 없음). $75 본인 부담금은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는 계속 적용됩
니다.

1.

2.

IAG New Zealand Limited의 사업 부문인 NZI는 Standard & Poor's(Australia) Pty Ltd로부터 
보험금지급능력평가 등급 AA-를 받았습니다.

AAA = 최우수 AA = 매우우수  A = 우수 
BBB = 양호 BB = 보통  B = 취약
CCC = 매우 취약 CC = 극히 취약 SD = 부분 채무불이행
D = 채무불이행  R = 규제 및 감독  NR = 평가되지 않음

AA에서 CCC까지의 등급 뒤에 있는 (+) 또는 (-) 기호는 주요 등급 중 상대적 위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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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
해당 품목에 2%의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여 언제든지 고가 품목을 두 
보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NZ$5,000 품목 x 0.020 = NZ$100 
보험료. (품목당 최대 금액 NZ$10,000)

고령자 보험료 할증 
61-70세의 경우 개인 보험료표에 75% 추가. 
71-80세는 신청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낙농장, 건축, 관련 직종(Christchurch 재건)을 위한 수작업 보장. 
보험 옵션에 개인 라이트 보험료의 20% 추가. 예: 12개월 개인 프라임 
보험($664)에 개인 라이트 보험의 20%(NZ$99)를 추가하면 =  
총 NZ$763.

   Prime    Prime    Lite    Lite

개인 가족 개인 가족
8일 $75 $148 $49 $101

15일 $105 $215 $69 $145

1개월 $165 $328 $111 $225

2개월 $243 $484 $167 $338

3개월 $304 $599 $209 $416

4개월 $365 $718 $249 $499

5개월 $415 $808 $290 $563

6개월 $452 $890 $319 $619

7개월 $504 $988 $355 $687

8개월 $549 $1,073 $382 $747

9개월 $598 $1,174 $419 $816

10개월 $649 $1,268 $453 $882

11개월 $698 $1,366 $487 $950

12개월 $749 $1,459 $519 $1,019

경쟁력 있는 보험료(NZ$)

알아두셔야 할 중요 정보
•   당사는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신체검사와 

신체적/치아 건강 유지를 위한 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의료진의 권유를 무시하고 여행을 한 경우에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공공 장소나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물건을 방치해 발생하는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서면으로 육체노동 보상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육체 노동으로 
다쳤을 때 이를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직종은 자동으로 
보장되므로 이에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매업 
-  숙박업 
-  주점, 바 
-  카페, 음식점 
-  원예업

•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건축 관련 직종 보험에는 추가 보험료(
보험료표 참조)가 적용됩니다.

•   물건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경찰이나 해당 
당국에 신고하고 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부상이나 재산 손실 사고에 술, 약물 또는 불법 행위가 연루된 
경우에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먼저 뉴질랜드 ACC(사고보상공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여행 보험은 뉴질랜드 건강 보험과 다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당사를 통해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험과 가족 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상
개인: 성인 1명과 19세 미만의 부양 가족.

가족: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인) 성인 2명과 19세 미만의 부양 가족.

보험 가입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시려면

•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거나

• www.orbitprotect.com을 방문하거나

• 전화 0800 478 833(뉴질랜드 내) 또는 +64 3 434 8151 
(뉴질랜드 외, 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ORBITPROTECT  
월드와이드 지원

당사의 보험 중 하나에 가입된 분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0800 478 833(뉴질랜드에서 이용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 
또는 +64 3 434 8151(해외에서 이용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해 문의하십시오.

연중 무휴로 하루 24시간 고객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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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rbitprotect.com 

Experience New Zealand 보험

OrbitProtect Ltd
PO Box 2011, Christchurch, New Zealand, 팩스: + 64 3 379 0252

면책 사항 고지
이 브로슈어에 들어 있는 정보는 간단한 요약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관 내
용은 OrbitProtect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료는 2016년 8월
부터 적용되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보험은 뉴질랜드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락 방법은?

추가 정보 또는 보험 청구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또는 www.orbitprotect.com을 이용해 문의해 
주십시오.

뉴질랜드에서 문의할 때  
0800 478 833  

해외에서 문의할 때  
+64 3 434 8151  
(수신자 부담 전화) 

보험 증권 번호:

보험 가입자 이름:

EX20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