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건강
보험

호주의 보건 제도

더 자세한 정보는
bupa.com.au/
students

호주의 보건 제도가 새로운 방문자들에게 혼돈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보험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언과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보건 시스템은 2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립 시스템은 메디케어로
알려져 있으며 호주 연방 정부가 관리하며 다른 하나는 사립 시스템입니다.

왜 Bupa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희의 차별성은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 저희는 멤버가 더 오래 장수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건강에 촛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는 여러분이 아프시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 비용을 커버해드립니다. 호주 정부는 여러분이 호주에서 유학 기간 동안 OSHC에
드는 것을 의무화합니다.2
이민성과 학생 비자를 접수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OSHC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립 보건 시스템
사립 보건 시스템은 Bupa와 같은 건강 보험
회사가 포함되는 시스템으로서, 메디케어와
더불어 호주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립 보건 시스템
메디케어란 무엇인가요?
메디케어는 모든 호주 시민들과 영주권자들
및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주의
공립 보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해 무료 또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가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신청하거나, 현재 학생
비자 소지 또는 학생 비자를 연장할 경우,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1

비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신 질환의 경우 대기기간이 없음

호주 정부의 건강 보험 요건을 100%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 및 정신질환 혜택에
대해서는 대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편리함

여러분의 유학 기간 동안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 여러분은 치료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Members First 및 Network 병원에서 언제
어디서나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무제한 구급차 서비스

OSHC로 커버되지 않는 치과, 물리치료, 척추
교정 치료 및 안경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엑스트라 커버를 선택하세요.

구급차 이송 비용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승인된 의료 업체의 치료를 전액 커버합니다

OSHC Extras

의료 서비스 상호 협정을 맺은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은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OSHC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umanservices.gov.au/individuals/services/medicare/reciprocal-health-care-agreements 2일부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은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OSH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umanservices.gov.au/customer/
enablers/health-care-visitors-australia을 방문하세요. 3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 2개월 대기 기간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Bupa
가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1

2

3

유학생 건강 보험
병원 & 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재활
병원 정신질환 서비스
임종 말기 케어
혈액
골수 수혈 또는 이식
눈 (백내장 제외)
백내장
이비인후과
뼈, 관절 및 근육
관절 재건
관절 치환 (고관절 및 무릎 제외)
관절 치환 (고관절 및 무릎)
장기 이식
만성 신부전 투석
탈장 및 맹장
심장 혈관계
부인과
유산 및 임신 중절
임신 및 출산
보조 생식 서비스
남성 생식계
성형 및 재건 수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미용 성형 수술
기타 모든 메디케어 인정 서비스

OSHC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O
P
P
O
P

입원 의료 서비스
입원 의료 비용
대부분의 메디케어 인정 진단성 테스트 (예. 엑스레이, 병리학 검사)

MBS 100%

사립 및 공립
병원 이용

12개월 대기 기간

대부분의 경우, Members First, Network
및 공립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서비스, 숙박
및 수술실 비용이 커버됩니다.

의사 및 전문의
입원 및 외래 환자로서 의사나 전문의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
혜택 스케줄 (MBS) 최고 100% 커버1 .

의약품
일단 PBS 공동 지불요금 지불 후 처방전마다
최고 $50 청구 가능2.

응급 구급차
Bupa가 인정하는 제공업체로부터 무제한
응급차 이송 및 현장 치료.

• 기타 모든 기존 질병 및 질환.
• 임신 관련 의료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bupa.com.au/oshc-info에서
중요 정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다음의 경우 대기 기간은 적용되지 않음:
•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 결과 필요한 치료
• bupa.com.au/oshc-info에서 중요한 정보
가이드에서 응급 치료 섹션 하에 정의된 질병인
경우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
• Medical Services Advisory Committee가
승인하지 않은 시술
• Medicare가 인정하지 않는 시술
• 실험적 치료

개인 독실
개인 독실이 있는 경우 개인 독실을 이용할 수
있고, Members First 병원에서 1박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으로부터 $50을 받으세요
3
.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개월 대기 기간

• 레스파이트 케어.
• 선택적 미용 수술.
전액 커버되지 않거나 전혀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커버되거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bupa.com.au/oshc-info 중요 정보 가이드를
함께 읽어 주세요.

• 모든 기존 정신 질병 및 질환.4

P

외래 의료 서비스
GP 진찰

MBS 100%

전문의 진찰

MBS 100%

병리학 (예. 혈액 검사)
방사선학 (예. 엑스레이 검사)

P
P

일부 선택적 의약제품

처방 항목 당 $50
연간 한도액 $300 (가족 멤버쉽당 $600)

외래 정신질환 서비스

P

추가 혜택들
응급 및 한정적 비응급 구급차 서비스
본국 송환
가족 입원 혜택금
목발 및 휠체어 혜택금
엑스트라 서비스에 대한 커버 (예. 치과, 안경, 물리치료)
이동 및 숙소 혜택금

멤버쉽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응급 구급차만

O
O
O
O
O

MBS는 Medicare로 커버되는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호주 정부가 설정한 서비스 및 치료에 대한 관련 비용의 목록입니다. 2싱글인 경우 연
최고 $300, 커플과 가족의 경우 연 최고 $600. 3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4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
2개월 대기 기간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Bupa가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5 OSHC는 확대 가족 (부모, 형제 자매 및 이모 등)에게는
커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방문차 호주에 올 경우, 저희는 여행자 보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34 135로 연락주세요.

싱글

커플

가족5

학생만 커버

학생 및 학생의 부양가족 비자에
포함된 그들의 배우자

학생 및 호주에서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양 자녀
(18세 미만)

1

4

학생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자로 정의됩니다

5

OSHC Extras 커버
Members First 제공업체 네크워크

OSHC Extras는 절약형 혜택을 원하는 젊고 건강한 학생들을 위한 엑스트라
커버입니다. OSHC Extras는 학생 비자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Advantage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 (OSHC) 이외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OSHC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엑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연간 방문 횟수
제한). 호주 유학 기간 중 필요할 수 있는 특정 Members First 엑스트라 서비스에
대해 매년 100% 커버됩니다1 (치과 정기 검진, 물리치료, 척추 교정 및 족병 치료 등)
(연간 방문 횟수 제한). 따라서, Members First 제공업체에서는 엑스트라 서비스에
대해 여러분 부담금이 따로 없습니다 (연간 허용되는 방문 횟수에 한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간편하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받을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Members First Extras – 커버되는 내용
치아 정기 검진

2

P

Bupa Members First는 치과, 안경, 물리치료, 척추교정 및 족병 치료 제공업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보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OSHC Extras는 이 네크워크만을 통해 정해진 횟수의
해당 서비스에 대해 100%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방문 횟수 제한 적용).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Members First Network 제공업체를 방문하면, 별도 자비 부담금이 없습니다. OSHC
Extras는 비 Bupa Members First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용되는 Extras
저희 엑스트라 서비스를 간편하게 비교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 멤버들이 흔히 이용하는 엑스트라
서비스를 다음에 알려드립니다.

연간 방문
연간 방문

엑스트라

1

P

물리치료, 척추 교정 치료 및/ 또는 족병 치료

3

P

Bonus Dollars – 싱글 $50, 커플 $100

1

P

Bupa Optical - $50 바우처3

1

P

Bupa 영양사와 전화 상담4

2

저가
엑스트라 60

Members First
제공업체에서
최소 60% 환급9

엑스트라 서비스에 대해서는 2개월의 대기 기간 적용됨.

여러분의
Choice
Extras 60

(4개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Members First
제공업체에서
최소 60% 환급9

저희는 매년 총 $50 (커플 및 가족 멤버쉽에
대해서는 $100)을 Members First 의료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여러분의 엑스트라 서비스
개인 부담 비용에 보태드립니다 (예. 충치 치료
또는 추가 물리치료 등).

Members First 제공업체의 요금
이 커버는 비록 이 커버에 대해 혜택을 못 받더라도,
Members First 의료 서비스업체에서 특정
엑스트라 서비스에 대해 Members First 요금을
여러분에게 적용해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양한 서비스와 치료에 대해 미리 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Members First Platinum에서 더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매년 Members First 제공업체에서
받는특정 엑스트라 서비스에 대해 100%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입원 커버를
추가하시면, Members First Platinum Dentists5
에서 받는 특정 추가 일반 치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bupa.com.au/members-first-platinum에서 더
자세히 알아 보세요.

여러분 인근의 Members First 제공업체 목록을 알아
보시려면, www.bupa.com.au/find-a-provider를
방문하세요.

$350 t
$700 l

일반 치과 치료

2개월

주요 치과 치료

12개월

안경

2개월

물리치료

2개월

척추 교정술
및 두개천골요법

2개월

$350 t
$700 l
종합 한도액

자연 요법8

2개월

자연 요법 하부
한도액
$100 t
$200 l

기타 서비스

톱
엑스트라 75

톱
엑스트라 90

Members First
제공업체에서
최소 60% 환급9

Members First
제공업체에서
최소 75% 환급9

Members First
제공업체에서
최소 90% 환급9

연간 한도

대기 기간

Bonus Dollars

톱
엑스트라 60

$1506 t
$3006 l

$7007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5007

$1,000

$1,100

$1,200

$1806

$2006

$2406

$2806

$4507

$700

$800

$900

$3507 t
$5007 l

$500 t
$1,000 l

$600 t
$1,200 l

$700 t
$1,400 l

$5007
마사지 하부
한도액:
1인당 $100

$400
마사지 하부
한도액:
$150 t
$300 l

$500
마사지 하부
한도액:
$200 t
$400 l

$500
마사지 하부
한도액:
$200 t
$400 l

웹사이트: bupa.com.au/oshc-info

최고 12개월

낮은 커버

높은 커버
t 1인당 l 멤버쉽당

연간 방문 횟수 한도, 보너스 달러 금액, 대기 기간 및 기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검사, 스케일링, 클리닝, 불소 및 2번의 엑스레이만
포함. 3바우처 전달을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 제공 필요함. 4Bupa 영양사 상담은 영어로만 진행됨. 5대기 기간, 기금 및 정책 규정 적용됨.
6
Members First 안경점을 사용할 경우 더높은 한도액 적용됨. 7이 금액은 최고 6년동안 매년 증가함. 8다음 서비스들은 자연 요법, 마사지
1

6

(치료 마사지, 마이요 요법, 전통 중국 마시지), 침술 및 한약 하에서 커버됩니다.9Members First 엑스트라 제공업체가 담당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치과, 물리치료, 족병 진찰 및 일부 안경 서비스) (족병 치료는 Budget Extras 60에서 커버되지 않음).< 연간 한도, 대기
기간, 기금 및 정책 규정 적용됨. 치과 교정술, 장구학 및 입원 치료 제외. 다른 승인된 제공업체에서는 정액 혜택이적용됨.

7

저희 멤버들에게 더많은 혜택
저희는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부터 만성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나은
건강과 웰빙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멤버들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저희의 사명입니다.

절약 방법
Members First 병원

24시간 도움의 전화

myBupa

저희가 운영하는 24시간 학생 도움 전화는
180 개 언어로 의료 및 사고 지원, 숙소 및
부동산 문의. 일반 조세 및 법률 상담, 개인
안전, 마약 및 알콜 문제 및 트라우마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급 상황에 대해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myBupa는 여러분의 OSHC 보험 관리를
도와드리는 Bupa 멤버 셀프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myBupa
에 등록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멤버 전용 할인, 체험, 도구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300 884 235로 전화 바랍니다.

일단 등록하시면, 여러분은 다음 사항을
곧바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보험 청구 제출
• 여러분의 연락처 업데이트
• 멤버 카드 주문
• 여러분의 보험 갱신
• 여러분에게 커버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열람

Bupa Plus
보상 & 할인
Bupa Plus 보상 & 할인 여러분의 의료
보험을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멤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맴버 전용의 다양한
건강 할인 및 툴을 제공합니다:
• Fitness First 3개월 및 12개월 멤버쉽
가입시 멤버쉽 10% 할인 및 무료 헬스
프로그램 혜택

Members First 병원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따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줄어들거나 아예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Members First 데이 시설
Members First 데이 시설을 이용하시면,
입원이나 치료에 대해 여러분의 별도
부담금이 없습니다. Members First 데이
시설의 전문의가 제공하는 치료에 대해
여러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NT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커버에 관련된 엑세스 비용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Bupa 파트너 의사를 찾으세요

• 온라인으로HOYTS 영화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25% 할인 혜택

Bupa 파트너 의사는 Bupa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별도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1

• Movie World, Sea World, Wet ‘n’ Wild
티켓 온라인 구매시 입장료 15% 할인

다음 사이트에서 의사를 찾아보세요:
bupa.com.au/find-a-doctor

Bupaplus.com.au

• 과거 보험 청구 내역 보기

건강 & 웰빙 툴 이용하기
저희는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부터 만성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나은 건강과 웰빙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멤버들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bupa.com.au/health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친절한 저희 직원과
상담해보세요.
1800 888 942
bupa.com.au/students
Bupa 스토아 방문

8

의사가 Bupa 혜택보다 더높은 진료비를 청구할 시 여러분 별도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Bupa가 커버하지 않습니다.

1

9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
다른 OSHC 보험회사로부터 바꾸기

무엇이 커버되나요?

무엇이 커버되지 않나요?

대기 기간

다른 OSHC 보험회사에서 Bupa로 바꾸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저희와 맺은 새로운 보험 상품에도
커버가 되고, 과거의 OSHC와 Bupa 커버 사이에
차액이 없는 경우, 여러분은 이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 계속적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입원비 커버
사립 병원 커버로, 여러분은 사립 또는 공립
병원에서 사립 보험 환자로 치료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여러분의 입원
치료로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입원 치료비를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되지 않는 병원 비용
커버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나, 여러분이 부담해야
하는 차액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기간이란 여러분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커버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호주 입국일 또는 Bupa 멤버쉽 시작일 중 나중
일자부터 시작됩니다.

보험 회사를 바꾸는 경우, 과거 보험 회사에서
지불했던 엑스트라 혜택은 저희에게 가입한 첫
멤버쉽의 연간 한도액에 맞추어서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이전 기금이 지불했던 모든 혜택도
새 보험의 평생 혜택 한도액에 계산될 것입니다.

• 병원 1박 이상 입원 또는 당일 퇴원

• 고정액 부가 병원이나 고정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의해 부가되는 고정 요금에 대해.

보험회사를 바꾸는 것에 대한 추가 정보는
bupa.com.au/oshc-info에서 중요 정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입원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및 기타 병설 보건 서비스

• 수술실, 중환자실 및 출산실 비용.
• 의약품 혜택제도 (PBS)에 의해 치료가 승인된
의약품 및 입원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약품들

• 정부의 인공삽입물 목록에 나온 승인된 혜택에 따른
수술용 임플란트 인공 삽입물.
• 임상적으로 적절할 경우 개인 병실 (단 이용가능한
병실이 있는 경우).1
의료 비용 커버
이것은 입원시 여러분의 의사, 수술의, 마취의사
또는 기타 전문의가 제공하는 치료에 대해 부가되는
치료비입니다. 여기에는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메디케어가 인정하는 대부분의 입원 환자용
진단성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병리 검사, 방사선
검사 등). 저희는 메디케어 혜택 스케줄 (MBS)
을 100% 커버합니다. 이것은 호주 주민들에 대한
특정 서비스에 대해 호주 정부가 정한 금액입니다.
여러분의 의사나 전문의가 MBS 요금보다 더 높게
요금을 부가하는 경우, 여러분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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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1

• 대기 기간 중.
• Bupa와 계약되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 입원 환자가 아니고, 외래 환자로 치료받는 경우
(예. 응급실 치료, 임산부의 외래 전문의 진찰 등)는
커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버되지 않는 의료 비용
다음에 대해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 치과의사, 족병사 또는 메디케어를 통해 환급되지
않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시술에
대한 의료 서비스.
• 호주 입국이나 영주권 비자를 위해 요구되는 의료
검사, 엑스레이, 예방 접종 또는 기타 다른 치료비용.
• 성형 수술.
커버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upa.com.au/oshc-info에서 중요 정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대기 기간 중 치료를 받은 경우, 여러분은 모든
병원비 및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응급 치료로 분류되는 치료는 제외).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병원 커버
기존 정신과적 질병이나
질환

대기 기간

2개월

기타 모든 기존 질병이나
질환

12개월

임신 관련 의료 서비스

12개월

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 2개월 대기 기간은
추가 통지가 없을때까지 Bupa가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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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병
기존 질병이란 Bupa 가입일 또는 보다 높은
상급 커버로 업그레이드한 날짜부터 6개월전부터
증상이나 증후를 보였던 질병이나 질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의사가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또는 업그레이드하기 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거나, 의사가 파악했을 수도 있었던 질병의
징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질병은 기존 질병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의사가 아니라, Bupa에서
지정된 의사가 여러분의 질병이 기존 질병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Bupa 지정 의사는
여러분의 증상이나 증후에 대해 여러분 치료 의사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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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자비 부담금 줄이기
Bupa Medical Gap Scheme
(Bupa 의료비 차액 제도)
Bupa Medical Gap Scheme은 병원에서 여러분이
받은 치료에 대한 비용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치료에 대해
이 제도를 선택하면, 최고 일정액의 치료비 이하로만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Bupa는 그러면 추가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금액
이상을 지불하게 됩니다. 의사가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하면, Bupa는 모든 엑스트라
청구액을 커버하고, 여러분은 의사 치료비에 대해
지불할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차액
제도를 선택하는 각각의 의사에 대해, 여러분이 자비
지불해야 하는 최고 비용은 $500입니다. 여러분의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사들은 공립 병원 또는
Buap와 협약을 맺은 사립 병원 입원에 대해Bupa
Medical Gap Schem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bupa.com.au/medicalgapscheme를
방문하세요.

여러분의 엑스트라 커버
1. Members First Network
Bupa Members First는 치과, 안경, 물리치료,
척추교정 및 족병 치료 제공업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보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OSHC
Extras는 이 네크워크만을 통해 정해진 횟수의 해당
서비스에 대해 100%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방문
횟수 제한 적용).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러 Members First Network 제공업체를
방문하면, 여러분의 별도 부담금이 없습니다. OSHC
Extras는 비 Bupa Members First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2. Extras 대기 기간
보험에 처음 가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하실
경우, 처음 보험 청구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대기 기간 동안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대기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OSHC 엑스트라 커버에
대해서는 2개월의 대기 기간이 적용됩니다.

3. myBupa 앱
건강 보험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인 ‘myBupa’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한 디자인과 24시간 노트북, 데스크톱,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편리하게 보험 청구는 물론 멤버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 온라인 보험 청구.
• 치료 전 온라인 견적 받기
• 여러분의 잔여 혜택 확인.
• 세금 정산서 받기; 및
• 여러분의 지불액 및 관련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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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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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pa 건강 보험
이용이 쉬워졌습니다
단어가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방문해주세요: bupa.com.au/glossary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다른 중요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해주세요:
bupa.com.au/oshc-info
bupa.com.au에 가서 유학생 규정을 알아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
1800 888 942 (호주 국내)
+61 3 9937 4223 (호주 국외)
bupa.com.au/students
Bupa 스토아 방문

Bupa
PO Box 14639
Melbourne VIC 3001
Bupa HI Pty Ltd
ABN 81 000 057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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