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관련 지침
1. 한국에 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국내 대학에
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의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한국 대학 입학 시점부터 체류 만료일까지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학교 재학 및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이화여자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의료보험 가입 지침을 지키지 못한 학생은 비자발급, 등록, 증명서 발급 및 장학금 신청
등 한국 내 체류 및 학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관련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대상: 한국 내 1 년 이상 체류 예정자로 매월 보험료 납무를 통해 의료 보험 적용이 가능함



등록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 접수

비용

약 5만원/월

적용 범위

입원 환자의 경우 전체 의료 비용의 20%를 환자 본인 부담.
외래 환자의 경우 보건 의료 기관 혹은 전체 의료 비용에 따라
30~50%를 부담

연락처/홈페이지

02-390-2000 (English) / http://www.nhic.or.kr/portal/site/eng/

민간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는 비용에 따라 달라짐. 상세정보는 보험사 연락하여 확인.
보험사
차티스 보험
(Chartis Insurance)
동부 보험
(Dongbu Insurance)
한화 보험
(Hanwha Insurance)

홈페이지

연락처

http://www.chartis.co.kr/

080 -2080-365

http://www.idongbu.com/Index.jsp

1588-0100

http://www.hwgeneralins.com/main.jsp

1566-8000

[GSC 의료보험 가입 데스크 운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데스크 운영



시기: 개강 첫 주 (상세일정 홈페이지 및 이메일 공지)



장소: 국제교류처 글로블 서비스 센터 (GSC)



데스크 운영: 기간 중 AIG 유학생 보험 담당자 상주



제공 서비스: 보험가입문의 상담 및 연장, 신규가입 신청서 접수



예상 비용: 연 16 만원 수준 (가입기간 및 보장범위에 따라 차등)

Medical Insurance Policy
1. We strongly advise an international student to arrange her own medical insurance
before you leave home. It is mandatory for every student enrolled in universities in
Korea to participate in a health plan of comparable coverage. Also, international
students must hold acceptable insurance as a condition of their enrollment and
visa from the period of their matriculation until the expiry of their student visa under
the regulation of Ministry of Law, Korea.
2. Thus Ewha requires all the full time students have appropriate and current
medical insurance for the duration of their planned period of study.
3. Students who do not meet medical insurance requirements will be
restricted from ordering official statements, processing visa, and applying
for scholarship, etc.

[Types of Medical Insurance in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Who intend to stay in Korea for more than one year, can receive medical
insurance coverage with a certain insurance premium to be paid monthly.
Enrolment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for Qualification and visit National
Health Insurance branch office, closest to your residence

Price

Around 50,000KRW per month

Coverage

A patient is required to pay 20% of the total medical charges
for inpatient care and 30~50% for outpatient services
depending on the level of health care facilities or the total
amount of service charges.

Contact

02-390-2000 (English) / http://www.nhic.or.kr/portal/site/eng/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coverag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payment cost.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ontact insurance companies as below.
Name of Company

Website

Phone Number

Chartis Insurance

http://www.chartis.co.kr/

Dongbu Insurance

http://www.idongbu.com/Index.jsp

1588-0100

Hanwha Insurance

http://www.hwgeneralins.com/main.jsp

1566-8000

080 -2080-365

[How to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On-Campus]
•
Global Service Center (GSC) will offer a private health insurance purchase on campus.
•
AIG salesperson will be staying during the period
•
When: Two days in the first week of new semester
•
Where: GSC Office (ECC B329)
•
Type of Services
- Enquiries on private health insurance
- Purchase private health insurance on campus
•
Approximated annual cost: 160,000KRW (varied by conditions)
•
Check OIA website (oia.ewha.ac.kr) and email to find the sched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