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erience
New Zealand
여행 보험
도착하는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최고의 
보험을 제공합니다.



그냥 휴가차 방문입니까?
뉴질랜드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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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까지 보장되는 보험을 제공합니다.

방문자로 뉴질랜드에 왔다가 계속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의 보험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호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 보험은 Zurich Australia Insurance (ZAIL)의 산하의 Zurich 
New Zealand 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몇 일, 몇 년을 
살든 상관없이 OrbitProtect 
Experience New Zealand 
는 불상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료비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질병, 또는 부상을 입는 일이 생겨도 
의료비용 지불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사에서 의사의 
진료비, 병원비, 외래 진료비를 지불해 드립니다.

의료 후송비
심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당사는 고가 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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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이 브로셔의 ‘혜택 정리’ 부분을 읽고 
www.orbitprotect.com  에서 해당 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에서 해당 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약관 내용, 제외 사항,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약관 내용, 제외 사항,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세요.  

개인 고가품
Prime 보험은 NZ$2,500 를 초과하는 물품 (예: 카메라 또는 컴퓨터)
을 신청서에 기재할 경우 모든 해당 물품을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Lite 보험에서도 물품 보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험료 적용).

기존 질병
기존 질병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소액의 추가 비용 NZ $45 를 납부하면 보험 혜택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에 당사가 
동의하면 신청인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 의료 혜택!
당사의 보험을 계속 유지하시면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이 만료될 때 당사에서 신규 보험을 계속 제공해 드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모든 뉴질랜드 여행객을 위한 보험
의료인, 낙농업자, 건축 관련 직종, 학생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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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리
뉴질랜드에서 이 보험이 적용되는데 그 외에 보장되는 지역이 있을까요?

…에서 여행할 경우에는 최장 …까지 보장됩니다.

고국 출발 뉴질랜드 도착 전 및 귀국 
여행 시 경유 국가 여행 당 9 일

뉴질랜드 출발 호주 및 남서 태평
양 지역 여행 보험 기간 중 총 31 일

보험 혜택 보험 한도 (NZ$)

의료비         Prime         Lite

의료비 무제한. 단 질병 발생일로부터 최
장 12 개월까지 보장 가능 Prime 과 동일

신체 장애가 발생하여 고국으로 
송환되거나 귀국 시

해당 귀국 여행 비용의 경우 무
제한. 최대 $20,000 의 지속적 
의료 비용

Prime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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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 과 동일

장례비 및 화장비, 또는 유골의 고
국 송환비 최대 $100,000 Prime 과 동일

신체 장애 기간 중 가정에서 간호 최대 $50,000 Prime 과 동일

응급 치과 치료

최대 $500. 뉴질랜드내 상해 시 
ACC (Accident Compensa-
tion Corporation) 에서 보장되
는 경우 치과 치료 최대 보장 가능 
비용 $1,500

Prime 과 동일

입원 기간 중 생활보조비 (24시간
이 지난 시점부터)

1일 최고 $100, 총 한도는 뉴질랜
드 내 $3,000, 국외 $10,000 보험 적용 불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 최대 $25,000 (16세 미만일 경우 
최대 $10,000) Prime 과 동일

개인 소유물         Prime         Lite

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은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교체 비용 (신
품)으로 보상됩니다. 12개월 이
상 사용한 의복과 신발은 감가
상각 기준 (착용한 기간만큼 공
제 후 새로운 가격)으로 정산됩
니다. 각 항목 당 지정 가능한 최
대 가격은 $10,000입니다. 지
정된 모든  품목의 합계 한도는 
$30,000입니다

최고 $10,000 + 모든 등록된 품
목 한도.미등록 물품의 최고 보
상 한도는 품목(1쌍 또는 1세트) 
당 $2,500

보험 적용 불가  
(추가 보험을 참
고해주세요)

개인 서류의 분실 또는 손상 최대 $1,000 Prime 과 동일

금전 도난 최대 $500 Prime 과 동일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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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www.orbitprotect.com, 에서 온라인 보험금 청구 링크를 
클릭하세요.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 후부터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 시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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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혜택 보험 한도 (NZ$)
여행 사고 보상         Prime         Lite

파업, 날씨 등으로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추가 여행비 및 숙박비 최대 $10,000 Prime 과 동일

모든 수화물이 6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
우 필수 의류 및 화장품 구매비용 최대 $200 보장되지 않음

조기 귀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
가 비용 최대 $10,000 Prime 과 동일

연결 교통편을 놓침으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 최대 $10,000 Prime 과 동일

부당한 체포나 억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비용

최고 $10,000 (고국 내에서
는 제외) Prime 과 동일

예치금 손실         Prime         Lite

여행 계획 취소 최대 $50,000 Prime 과 동일

개인 책임         Prime         Lite

고의가 아닌 치사나 상해, 또는 재산손해
에 대한 법적 변상 책임 최대 $2,500,000 Prime 과 동일

수색 및 구조         Prime         Lite

개인 수색 및 구조 최대 $10,000 보장되지 않음

렌트카 사용 중 손실 시 본인 부담금         Prime         Lite

렌트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본
인 부담금 최대 $2,000 Prime 과 동일

렌트카 업체에 지불해야 할 사용 중 발
생한 손실 요금을 커버해드립니다 최대 $5,000 Prime 과 동일

두 보험에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 
$75 - 긴급 의류 및 화장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청구 보험금 (Prime 
약관의 3.7 항)
뉴질랜드 학생 혜택: 고객 또는 고객의 모든 가족 피보험자가 공부를 
하는 동안 의료 보험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제외됩니다 (학생은 본인 
부담금 적용 없음). $75 본인 부담금은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는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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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개인 고가품도 건당 추가 보험료 2%를 부담하시면 해당 보험에 
추가 가능합니다.
예: NZ$5,000 품목 x 0.020 = NZ$100 보험료. 
(품목 당 최대 금액 NZ$10,000)

고령자 보험료 할증
61-65세는 개인 보험료 표 금액에 75%를 추가하면 됩니다. 
66-80세는 신청 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 농업 (임업 활동일 경우 모두 제외), 건축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수작업 보장
개인 Lite 보험료의 20% 비용을 보험에 추가합니다.
예: 12개월 개인 Prime 보험 ($824)에 개인 Lite 보험의 20% 
($112)를 추가하면 = 총 NZ$936.

        Prime          Prime         Lite         Lite

개인 가족 개인 가족
8 일  $83  $163  $53  $110 

15 일  $116  $237  $75  $160 

1 개월  $182  $361  $122  $248 

2 개월  $267  $532  $184  $365 

3 개월  $334  $659  $230  $450 

4 개월  $402  $790  $275  $540 

5 개월  $457  $889  $310  $605 

6 개월  $497  $979  $340  $650 

7 개월  $554  $1,087  $380  $725 

8 개월  $604  $1,180  $415  $800 

9 개월  $658  $1,291  $450  $865 

10 개월  $714  $1,395  $490  $940 

11 개월  $768  $1,503  $525  $1,010 

12 개월  $824  $1,605  $560  $1,075 

경쟁력 있는 보험 프리미엄 (NZ$)

개인 보험과 가족 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상
개인: 성인 1 명과 19 세 미만의 부양 가족.
가족: 성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2 명과 19 세 미만의 부양 가족.

보험 가입 방법
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거나
• www.orbitprotect.com, 를 방문하거나
• 전화를 0800 478 833 (뉴질랜드 내)로 하거나
• 아니면 +64 3 434 8151 (해외)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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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중요 정보

• 당사는 예상치 않은 비용에 대한 보장만 제공합니다. 신체검사와 
신체적/치아 건강 유지를 위한 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의사의 권고를 어기며 여행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공공 장소나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물건을 방치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 물품에 대한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으로 수작업의 보장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수작업으로 다쳤
을 때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직종은 자동으로 보험이 보장
되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매업
 –  숙박업
 –  주점, 바 운영
 –  카페, 요식업
 –  원예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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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경찰이나 해당 
당국에 이를 신고하여 서면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 상해 및 분실 사고에 알코올, 약물 또는 불법 행위가 연루된 경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클레임을 걸려면 먼저 ACC (뉴
질랜드 사고 상해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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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bitProtect 
전세계 지원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자 분들은 
다음 번호로 
연락주세요:

0800 478 833 뉴질랜드 내
아니면
또는 +64 3 434 8151 번호로 
해외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24/7 상담원이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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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연락 방법

www.orbitprotect.com 

Experience 
New Zealand 
보험

고지 사항
이 브로슈어에 들어 있는 정보는 간단한 요약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관 내용은 
OrbitProtect 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료는 2021 년 12 월부터 
적용되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뉴질랜드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또는 보험 청구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 또는 www.orbitprotect.com 을 이용해 문의해 주세요.

뉴질랜드 내에서 전화할 경우 
0800 478 833

해외에서 전화할 경우 
+64 3 434 8151

OrbitProtect Ltd
PO Box 2011, Christchurch 8140, New Zealand. 
팩스번호: +64 3 379 0252 
이메일:  service@orbitprotect.com

Zurich Australian Insurance (ZAIL)의 재무 상태는 호주 Standard & Poor 기준 A+
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tandard & Poor 의 평가 시스템은 보험사의 재무 능력을 중점으로 보며 Standard & 
Poor 의 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AAA = 극히 우수함 AA = 매우 우수함 A = 우수함
BBB = 양호함  BB = 보통  B = 취약함
CCC = 매우 취약함 CC = 극히 취약함 R = 규제 및 주시 상태 
NR = 평가 없음
AA 에서 CCC 까지의 등급 뒤에 (+) 또는 (-) 기호를 붙여 해당되는 주요 등급 중 상대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standardandpoors.com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www.zurich.co.nz/about-us/financial-strength 
해외 보험 계약자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호주 법률에 따라, ZAIL 이 문제가 되면 해외 
부채에 적용되기 전에 호주에 보유하고 있는 ZAIL 의 자산이 적용됩니다. 이 한도로, 뉴질랜드 
보험 계약자는 뉴질랜드 배상 책임을 위해 ZAIL 의 호주 자산에 의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 이름:

보험 증명서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