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여행 

여행  
안심보장

SCAN과 함께라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SCAN을 알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여행 전: 
여행 전 건강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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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여행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세요. 약 리필 및 예방접종에 대해 
반드시 물어보세요. 

여행 짐 준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 예상보다 더 
오래 집을 비울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나요? 출발하기 
전에 리필하세요. 명확하게 라벨을 부착하고 
원래 용기에 담아 휴대 수하물에 넣으세요.

건강 간식. 견과류나 말린 과일 및 기타 
건강 간식은 예측하기 힘든 식사 시간과 긴 
여행에서 배고픔을 달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CAN ID 카드 및 기타 중요한 건강 
진단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의료 ID 팔찌를 
착용하세요.

충전 시간 계획

매일 여행 일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무리해서 더 많이 움직이면 아프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휴가 계획을 짤 때 
현지 병원 방문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집을 비운다면 
여행 중에 일반적인 진료 
예약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SCAN 플랜은 여행 중 
정기 또는 예방 진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습니다.

여행 중: 
아프거나 다친 경우 대처 방법

1. 보장 범위 파악

긴급 및 응급 진료를 위한 전 세계 보장

집으로 돌아와서 정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미한 상태:

·   자상 또는 경미한 화상

·   귀 통증

·   염좌 또는 관절통

·   상기도 감염 또는 
기관지염

·   요로 감염

·   구토 및 설사

 

생명 또는 신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응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흉부 통증 또는 압박

·   머리 부상

·   심한 복통

·   호흡 곤란 또는 폐렴

·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마비 또는 쇠약

·   멈추지 않는 출혈

긴급 진료 응급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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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 경우 SCAN 가입자 서비스부로 전화하십시오.



2.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받기

미국에서 여행하는 경우 
집에 있을 때처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긴급 
진료소 또는 야간 진료소를 
방문하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국외로 여행을 가는 경우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을 
알아보세요.

·   911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여행지에서 어떤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3.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서류를 보관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 
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보관하고 SCAN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참고: 
미국에 있는 경우 SCAN ID 
카드를 제시하세요. 일부 
병원에서는 SCAN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4.  의사와 함께 후속 조치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귀하의 
정규 의사를 방문하세요. 
의사가 진료 이력을 
검토하고 후속 관리를 
준비하여 전반적인 치료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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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여행 
안심보장은 해외에 
있는 동안 SCAN 의료 
보장이 적용되는 
경우를 요약한 
것입니다. 분실, 
도난 또는 여행 취소 
등을 보장하는 여행 
보험과는 다릅니다.

SCAN 여행  
안심보장은 여행 
보험이 아닙니다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환급 방법

SCAN 플랜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방법:

1.   지불한 금액에 대한 원본, 공식 영수증과 의료 
또는 병원 방문 기록 사본 등 모든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2.   다음과 같이 청구서를 작성하세요.  ·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Member Claim Form 
(가입자 청구서)’를 사용하세요.

      ·   의료 제공자에게 저희가 직접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for Foreign Provider(해외 
제공자용)’을 사용하세요.

       해당 양식은 온라인(scanhealthplan.com에서 
‘Claim Forms(청구서)’ 검색) 또는 SCAN 가입자 
서비스부에 연락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3.   원본 영수증, 의료 기록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세요. 기록을 위해 사본을 
보관하세요.

4.   작성한 청구서 및 서류를 다음 주소로 보내세요. 
SCAN, Attn: Claims Department, P.O. Box 22698, 
Long Beach, CA 90801-5616.

모든 정보를 기재하였다면 6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요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SCAN 가입자 서비스부가 도와 드립니다. 청구서 
위치, 작성 방법 또는 청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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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여행 되세요

본 키트는 여행 중 아프거나 다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SCAN과 함께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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