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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rochure is intended for promotional purposes and is not an insurance policy. 
It is not an offer of insurance. It contains some information about coverages offered 
by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Company of Canada but it does not list all of 
the conditions and exclusions that apply to the described coverages. The actual 
wording of the policy governs all situations.

The products and rates described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t any time.

©2016 RSA Travel Insurance Inc. All rights reserved. ®RSA, RSA & Design and related 
words and logos are trademarks and the property of RSA Insurance Group plc, 
licensed for use by RSA Travel Insurance Inc. RSA Travel Insurance Inc. is a part of the 
RSA group of companies and its products are offered and underwritten by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Company of Canada. International Student Health Insurance 
for University of New Brunswick is underwritten by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Company of Canada in conjunction with Morneau Shepell.

® “Global Excel” and the Global Excel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Global 
Excel Management Inc.

상세 안내

Global Excel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 
24시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시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Global Excel의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가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문의 전화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사례별 도우미와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n	 보험 급부 안내

n	 긴급 메시지 회신

n	 보험금 청구 안내

n	 개인 전용 서비스

n	 간단한 양식 작성

n	 의료적 지원

n	 통역 서비스

n	 직접 결제 설명

n	 보험금 청구에 대한 빠른 지급

n	 문의 사항에 대한 빠른 답변

Global Excel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연중무휴로 
운영합니다!

캐나다 / 미국: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 1-844-780-0732
멕시코: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 001-800-514-7798
그 외 기타 지역: 수신자 부담 전화 +819-780-0732

www.globalexcel.com 에 방문하십시오

FREDERICTON CAMPUS
c/o Student Accounts & Receivable Services
P.O. Box 4400
8 Bailey Drive
Fredericton, NB  E3B 5A3
Telephone: 506-453-4624  /  Fax: 506-453-4572

SAINT JOHN CAMPUS
c/o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
P.O. Box 5050
Saint John, NB  E2L 4L5
Telephone: 506-648-5543  /  Fax: 506-648-5714

자세한 정보는 https://unb.rsatravelinsurance.com를 
방문하십시오

In conjunction with:

University of New Brunswick를 위한 
유학생 건강 보험

International Student Health Insurance 
for University of New Brunswick



걱정 없는 미래를 위한 폭넓은 보장 범위

보험 급부 요약

최고 보험 급부: $1,000,000

자격 요건
본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University of New Brunswick 의 입학 허가를 받고 
등록하여 출석해야 함 

•	 65세 이하 

•	 캐나다의 주 또는 준주 정부가 시행하는 건강 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주피보험자가 가입한 이후 신청한 배우자 및/또는 자녀
는 기존 질병 배제의 적용을 받으며 배우자 및/또는 자녀의 보
험 적용은 신청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보험 가입 신청 안내
다음 웹사이트에서 보험 가입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https://unb.rsatravelinsurance.com

또는 위 두 곳의 캠퍼스 중 어느 한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University of New Brunswick 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하는 대로 신청자에게 보험 증권과 보험 카드가 교부될 
것입니다. 보험료는 대학 학사 일정표 또는 공식 보험료 
일람표에 요약된 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일람표
옵션 독신 부부

$966 $1,932

1자녀 $1,932 $2,898

2자녀 $2,898 $3,864

3자녀 $3,864 $4,830

4자녀 $4,830 $5,796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 미국에서 발생한 15일을 초과하는 

근로 기간에 대해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이 팸플릿 뒷장에서 설명한 

캠퍼스의 상세 정보 획득을 위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신규 카드

보험 기간 동안 보험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
뉴브런즈윅 내에 있는 경우 적용되는 비용 및 교육 프
로그램에 참가 중인 학생인 경우 뉴브런즈윅 외에 있
는 동안 적용되는 비용

병원 숙박 시설: 질병이나 상해 건별로 최대 60일까지 / 외래 
환자 상담

정신과 치료: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과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치료 시 최대 $10,000

심리적, 정신적 또는 정서 장애의 치료에 대한 건강 급부: 면허 
소지 심리사, 사회복지사 또는 카운슬러에 대해 보험 연도당 
$1,000 및 보험이 적용되는 손실에 대해 90일 이내 최대 6회 
면허 소지 카운슬러의 정신적 외상 카운슬링

의사 청구 요금

연간 건강 진단: 1회의 예방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포함한 1
회의 연간 건강 검진; 최고 $250.

진단 서비스: 엑스레이 및 실험실 검사

산부인과 진료: 최고 $20,000까지

치료적 유산: 최대 $500까지 지급

처방약: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제공되는 약 비용의 75% 보상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제공되는 의약품당 30일치 분량 제공

개인 간호: 질병이나 상해당 입원 기간 최대 60일까지 보험 
적용

구급차 서비스

응급 항공 수송

가족 운송 및 생계 보조금 지원: 최고 $5,000까지

유해의 준비 및 본국 이송: 최고 $10,000까지

B 뉴브런즈윅주 외부 지역에 머무는 동안 적용되는 보
험*

응급 상황에서 긴급한 의학 처치에 한정됨

병원 숙박 시설: 질병이나 상해 건별로 최대 60일까지 / 외래 
환자 상담

정신과 치료: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과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치료 시 최대 $10,000

심리적, 정신적 또는 정서 장애의 치료에 대한 건강 급부: 면허 
소지 심리사, 사회복지사 또는 카운슬러에 대해 보험 연도당 
$1,000 및 보험이 적용되는 손실에 대해 90일 이내 최대 6회 
면허 소지 카운슬러의 정신적 외상 카운슬링

의사 청구 요금

진단 서비스: 엑스레이 및 실험실 검사

처방약: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제공되는 의약품당 30일치 
분량 제공

개인 간호: 질병 또는 상해당 병원 입원 대신 최대 60일까지 
보험 처리됩니다.

준의료 서비스: 심리사, 물리치료사, 지압사, 접골사, 족병 
전문 치료사 또는 족병 전문의, 한 분야당 최대 $500까지 
보험이 적용됨

의료 기구: 목발, 깁스, 부목, 지팡이 및 기타

사고로 인한 치과 치료: 최고 $1,000까지

치통의 응급 처치: 급성 통증 완화를 위해 최대 $100까지 
보험이 적용됨

구급차 서비스

응급 항공 수송

가족 운송 및 생계 보조금 지원: 최고 $5,000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 최고 $10,000까지

사고로 인한 사지절단 또는 수족이나 시력의 영구적이고 
완전한 상실: 최고 $10,000까지

* 뉴브런즈윅주 외부 지역 체류 기간은 특정 일수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