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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US$12,000
7페이지 참고

제 2절

US$7,800 / 
US$1,000
8,9페이지 참고

이 약관은 클럽메드를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europ assistance 보험약관)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여행자 여러분께서는 보험 청구 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책자를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라며,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

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나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해나 

신체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해 또는 신체 장해

의료비용

CLUB MED 
TRAVEL 
INSURANCE

거주국 외의 클럽메드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의료비용 (최대 보상액 : US$7,800)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병원 및 앰뷸런스 비용과 귀국 후 

연속된 3개월 기간 동안의 치료비에 대해 최대 US$7,800 보상 (공제액 US$50)

거주국 내의 클럽메드에서 발생된 의료비용

거주국 내에서 상해나 질환으로 인해 1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US$1,000 보상 (공제액 US$50) 

합리적 수준의 교통비, 병원 방문 건 당 US$120, 상해나 질환 건 당 최대 US$390 보상

(공제액 US$50) 

입원 불편 보상으로 하루 US$20, 최대 US$2,300 보상 (공제액 US$50)

1.

2.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제 3자에 끼친 상해 및 타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상

개인 배상 책임

야불리, 베이다후, 사호로와 토마무에서 발생한 사고 구난 비용

야불리, 베이다후, 사호로와 토마무에서

발생한 스키사고 구난 비용

예약 취소 수수료, 환불 불가 예치금이나 추가 여행 및 

숙박 비용 최대 보상액 무제한 

(개인의 경우, US$50 또는 신청 금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 가족의 경우, US$100 또는 신청 금

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단, 제 3절 1.1에 명

시된 모든 조항에 대해서는 공제액 적용률을 20%에서 

15%로 하향 적용)

의학적 권고로 필요한 여행 동반자 비용, 해외 시신

매장/사체나 유골의 운반과 관련한 비용

최대 US$3,000 보상 

여행 관련 문서나 금품 손실로 인한 추가적인 여행 및 

숙박 관련 비용에 대해 최대 US$1,000 보상 

(US$50또는 신청 금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여행예약 취소, 여행 기간 단축 및

지연에 따른 비용

추가 보상 규정

제 3절

Unlimited
9페이지 참고

US$3,000 
10페이지 참고

여행자가 지참하거나 휴대한 물품의 도난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

물품 건당 최대 US$500 보상 단,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포함)의 

경우 최대 US$1,500 보상

현금 분실, 도난 여권 및 신용카드 재발급 비용 최대 US$250 보상

가방 분실 시 긴급 대체품 비용 최대 US$200 보상

(US$50 또는 신청 금액의 15% 중 높은 금액 적용)

수하물, 개인 휴대품, 현금 및 서류

제 4절

US$2,000
11,12페이지 참고

제 6절

US$150
13페이지 참고

제 5절

US$200,000
13페이지 참고

2



“귀하, 귀하의, 귀하 자신”은 클럽메드에 등록된 회원을 지칭하며, 회원과 동행하는 만 12세

미만의 피부양 자녀도 포함한다. 피부양 자녀에 대한 보상은 등록 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우리의, 유럽 어시스턴스(Europ Assistance)는 보험회사(EAIB-Europ Assistance 
Irish Branch)를 지칭한다. 

“거주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인도나 대만에 위치한 귀

하의 실제 거주지를 지칭한다. 

“가족”은 귀하와, 동일한 회원번호로 등록된 귀하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 자녀(들)을 지칭한다. 

“친척”은 귀하의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인 및 장모, 조부모, 계부, 자녀(법정 입양 자녀나 양

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시대(처가)의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여행자 본인의 자녀, 며느리, 

사위 및 약혼자를 지칭한다. 

“자녀”는 귀하와 여행에 동행하는 만 12세 미만의 피부양 가족을 지칭한다. 

“상해”는 여행 기간 동안 귀하나 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게 우발적으로 발생하

는 신체 손상으로, 상해 발생일 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른 상해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상해를

말하며, 다른 질병이나 질환에 의해 초래된 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지 손상”은 손이나 발, 또는 손목과 발목 이상의 부위를 포함하는 신체 절단이나 해당 부위

를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지칭한다. 

1.1.

1.2.

1.3.

1.4.

1.6.

1.11.

1.13.

1.14.

1.15.

1.7.

1.8.

1.9.

1.5.

1.10.

1.12.

1.  정의

“의료비용”는 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의 상해, 질환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 수준의 

의료, 외과, 입원, 앰뷸런스 및 요양 시설 비용과, 법적으로 자격을 인가 받은 의료 전문가가 제공

또는 처방한 기타 치료비 및 긴급 치과 비용을 지칭한다. 

“질병”은 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 본인 또는 여행 동행자에게 발병 된 것으로, 여행자 본인이나 

여행 동행자가 클럽메드 예약일(계약금 지불 시점) 전 30일 동안 의료 상담이나 처치를 받지 않은

질병 또는 질환을 지칭한다.

“중상이나 중병”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여행을 권유하

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해나 질환을 지칭한다. 

“납치”는 무력이나 폭력 또는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위협, 불순한 의도에 의해 클럽메드에서 

제공된 항공기나 지상교통 수단이 통제 및 장악된 상태를 지칭한다. 

“병원”은 질환이나 상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위해 진단, 외과 시술, 24시간 

간호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체계적인 의료 시설을 지칭한다(노인, 만성

질환 환자나 회복기 환자를 위한 시설이나 요양원은 제외).

“면직”은 고용주가 업무 소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특정인을 해임하는 처분을 지칭한다. 

“채무 불이행”이란 지급불능, 파산, 임시 청산, 청산, 재정붕괴, 관재인/관리인 선임, 채권자와의

공식 또는 비공식 합의, 법정관리, 구조조정, 화의, 또는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른 유사 상황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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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프랑스 법률에 따라 해석, 적용된다.

이 약관안에서 보험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행자를 

방어하고 본 약관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변제받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개시, 대리하고,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있는 권리를 보유

한다. 여행자는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협조해야 하며 보험사의 

권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여행자는 제 3자에게 보상을 제안 혹은 약속하거나 잘못을 인정해

서는 안되며, 보험회사의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소송에도 개입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자에 표기된 모든 통화는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 

여행자는 “전체 보상 예외 약관” 및 각 절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비용” 규정을 읽고 숙지해야 한다. 

2.  주의사항

2.1.

2.2.

2.3.

2.4.

2.5.



5

보험 청구 절차

여행자는 보험 청구 시, “보험 청구 절차” 및 필수 조치, 일정 및 증빙 서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6.

2.7.

최대 보상 한도액 및 공제액 

여행자는 각각의 보험금 청구 유형과 관련하여 최대 보상 한도 및 공제액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약관 제 2절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모든 각각의 청구 건에 대해 US$50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약관 제 3절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모든 각각의 청구 건에 대해 개인의

보험청구는 US$50또는 신청 금액 20%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다. 가족의 보험청구 또한 모든 각각의 보험청구건에 대해서 US$100또는 신청 금액

20%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제 3절 1.1에 명시된 모든

사유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액을 15%로 하향 적용한다. 

제 4절의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모든 각각의 청구 건에 대해 US$50또는 신청 금액 

15%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본 공제액은 인당이 아닌 보험 

사고 건 당 공제액으로 적용된다.

2.6.1.

2.6.2.

2.6.3.

2.8.

2.9.

2.10.

2.11.

귀중품 

클럽메드는 모든 여행자에게 귀중품은 집에 남겨둘 것을 권장한다. 클럽메드를 머무는 동안 휴대

하거나 보석 및 귀중품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않을 경우, 클럽메드 은행(리셉션)내의 귀중품 보관

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 소유물의 손실 혹은 손상과 관련된 보험 청구시에는 관련된 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  

어린이

여행자의 피부양자 중 여행에 동반하는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추가 보험 

클럽메드 여행 보험은 여행자의 클럽메드 여행 패키지에 포함된다. 이 보험 상품은 클럽메드에서

제공된 클럽메드 리조트로 오고가는 여행 및 체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책자에 명시된 범위를 넘는 보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클럽메드 여행

을 전후하여 다른 여행지로 여행을 한 경우, 해당 여행사에게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

허위 신고

보험 청구 및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답변, 진술, 서류 제출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할 권리를 갖는다.



3.  여행/보험 적용 기간 

6

보험 적용 개시  

클럽메드 여행 예약 날짜에 개시되는 제 3절에 명시된 조항을 제외하고, 여행자의 여행 기간 및 

보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3.1.

3.3.

클럽메드 휴양지 체류 및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교통 수단에 대한 보험

클럽메드 휴양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클럽메드에서 여행을 연장하는 경우, 클럽

메드가 제공하는 숙박 및 교통 수단에 대해서 최대 10일 간 보험이 자동으로 연장 적용된다. 

3.2.

여행자가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여행(클럽메드 휴양지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 패키지의

일부로서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여행 포함)을 개시하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직접 이동하는 경우, 여행자의 보험적용/여행기간은 클럽메드 여행

을 위해 거주지로부터 출발하는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행자가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여행에 참가하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이동하지 않는 경우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추가 여행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자의 보험적용/여행기간은 클럽메드 리조트에 도착하기 전에 여행 패키지의 일부

로서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타 여행에 합류하는 시점,

또는 클럽메드 휴양지에 도착하는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의 경우 보험

적용/여행기간 개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i )   클럽메드가 제공한 모든 교통수단 및 숙박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된다.

(ii) 제 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클럽메드가 제공하지 않는 항공기의 고장으로 인해 

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클럽메드 리조트 도착 예정 2일 전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3.1.1.

3.1.2.

보험 적용 기간의 종료

여행자가 자신의 거주지로 직접 복귀하는 경우, 보험 혜택은 거주지에 도착하여 클럽

메드 여행(클럽메드 휴양지 체류 이후에 클럽메드가 여행 패키지로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타 여행 포함)을 마치는 지점까지 적용된다.

여행자가 자신의 거주지로 직접 복귀하지 않는 경우(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

사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기타 여행 참가), 보험 적용 기간은 클럽메드 휴양지 출발 

예정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단, 클럽메드가 제공하는 

숙박 및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된다. 

여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여행이 연장되는 

경우, 여행을 종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만큼 보험 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3.3.1.

3.3.3.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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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의료비용

제 2절 A항 : 거주국 외의 클럽메드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최대 보상 한도액 US$7,800

보상하는 의료비용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용

1.    여행 기간 중 여행자에게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뷸런스 비용이나 긴급 후송 비용, 요양원 비용,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의 

        치료나 처방, 응급 치과 치료 비용자 거주지 국가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2.    우발적으로 발생된 상해와 관련하여 여행자 거주지 국가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발생하는 비용

(a)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용. 단,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를 초과

        하는 의료비용은 청구 가능 

(b)  여행 기간 동안의 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 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뷸런스비용이나 기타 치료비용 및 치과비용 이외에 거주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c)    상해나 질병 건 당 US$50 공제 

(d)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1절 

개인 사고나 신체장해

보상하는 상해

보상하지 않는 상해

사망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 영구 상실   

한쪽 또는 그 이상의 사지 손실 

* 최대 보상 한도액 US$12,000

US$12,000 
US$12,000
US$12,000

1.    여행자 사망 시, 공식 사망확인서와 경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상해 발생 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사고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사망이나 장해

(b)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2절 B항 : 거주국 내의 클럽메드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용

클럽메드 여행이 거주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

보상하는 의료비용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용

1.    여행기간 동안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하루 이상 입원하는 경우 최대 US$1,000의 의료비 보상 

2.      클럽메드 휴양지 내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가 없거나 총지배인이나 클럽메드의 의료

         담당자가 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 처치를 위해 각각 상해 또는 질병의 합리적인 범위의 교통비

        에 대해 1회 방문 시 US$120까지 보상되며, 최대 총 보상액은 US$390

3.   여행 기간 동안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하루 US$20 보상. 단, 

    입원이 사고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보험가입자 당 

        최대 US$2,300 보상

(a)    클럽메드가 직접 또는 다른 대행사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클럽메드 리조트

        로 왕복 이동 시에 발생한 의료비용과 치과비용

(b)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단,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청구 가능 

(c)    상해나 질병 건 당 US$50 공제 

(d)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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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보상하는 비용

여행자의 통제 밖의 예측 혹은 예견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어 예약취소, 지연, 중단이나 단축으로 인

한 예약 취소료나, 여행 및 이미 지불된 숙박 경비나 법적으로 지불 책임이 있는 환급 불가 예치금, 추가 

여행이나 숙박 비용

여행자 본인, 여행에 동행한 친척이나 회사 파트너/상사의 사망, 중상/중병 또는 그로 인한 격리

수용이나 배심원 활동. 상해나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예약취소나 단축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으로 인가받은 의료 전문가의 진단서를 보험 청구서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대 보상한도 무제한)

여행자나 여행 동반자가 클럽메드 여행 출발일 전 30일 이내에 상근 직장으로부터 면직되어 

여행 출발일까지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대 보상액 무제한) 

예기치 못한 파업(또는 노사분규), 소요, 내란, 화재, 홍수, 태풍, 번개, 폭발, 태풍/허리케인/사이

클론, 산사태, 지진, 기타 자연재해나 기후 상황으로 인해 클럽메드 리조트의 폐쇄조치가 취해

지거나 숙박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보상액 무제한)

클럽메드 휴양지가 위치한 지역예서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발병으로 그 전염병이 해당 국가의 

정부 혹은 세계보건기구, 해당 지역의 클럽메드 총지배인이 클럽메드 본사에 보고 후 선포한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최대 보상액 무제한)

1.1.

1.2.

1.3.

1.4.

1.5.

1.6.

1.7.

예기치 못한 파업(또는 노사분규), 소요, 내란, 화재, 홍수, 태풍, 번개, 폭발, 태풍/허리케인/사이

클론, 산사태, 지진, 기타 자연재해나 기후 상황으로 인해 여행 연기, 취소, 단축, 교통 일정이나 

경로 변경(항공, 항해 선박, 버스 또는 철도 여행 포함). 단, 여행자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항공사나 다른 교통서비스 제공업체의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이나 항공기, 선박, 버스 또는 기차

의 기계적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예정된 일정(항공, 페리호, 버스 또는 철도 여행 포함)이 지연되

거나 지장이 초래되어 클럽메드 리조트/호텔 도착이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 

또는 지체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체로 인해 숙박 비용이나 여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하거나 이미 지불된 숙박 경비가 몰수되는 경우(클럽메드가 명시한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 지연된 일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클럽메드에 제출해야 함)단, 여행자

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항공기, 선박, 버스, 철도의 납치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거나 지장이 초래되어 12시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또는 지체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연 또는 중단로 인해 숙박 비

용이나 여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이미 지불된 숙박 경비가 몰수되는 경우, 항공기, 선박, 

버스 또는 기차의 지체로 인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단, 여행자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

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제 3절 

예약취소, 여행 기간 단축 및 지연에 따른 비용
최대 보상 한도액 : 무제한



보상하지 않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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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규정

보상하는 비용

1.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으로 여행자를 보조하고 수행하는데 함께한 여행자

        친지 혹은 친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거주지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매장 비용, 시신이나 유골을 

        여행자의 거주지로 송환하는 비용 (최대 보상액 US$3,000)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2.    여행 개시 후, 여행 중 여권, 여행 관련 서류나 금품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된 여행 일정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인한 추가 여행 비용이나 몰수된 여행 및 숙박 경비 (최대 보상액 US$1,000)

아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g)   여행자가 보험이 개시되는 시점에 여행 가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보험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알게된 여행 여정 동안의 취소, 중단을 초래하는 어떠한 상황인 경우 

(h)    클럽메드가 제공하지 않은 여행 일정에서 발생된 추가 또는 몰수 비용

(i)   모든 각각의 보험 청구에 대해 개인일 경우 개인당 US$50 또는 신청 금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가족일 경우 가족 당 US$100 또는신청 금액의 20% 중 높은 공제 금액 적용

        단, 제 3절 1.1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서는 공제액 적용률을 20%에서 15%로 하향 적용 

(j)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a)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일 경우

(b)    여행자, 여행 동반자나 친척에게 초래된 사업이나 계약상일 경우

(c)    여행자, 여행 동반자나 친척의 계획 변경이나 변심의 경우

(d)    여행사나 여행 운영업체가 여행이나 관광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

(e)    우울증, 불안, 정신 또는 신경 장애로 인한 보험 청구 

 (f)    여행자가 예약한 등급이나 비용을 초과하는 숙박이나 교통비에 대한 청구

        단, 추가적인 비용이 여행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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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수하물, 개인 소지품, 금품 및 서류

보상하는 비용

여행 중에 소지한 개인 물품(가구 제외)과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의 분실이나 손상의 경우 최대 보상 금액은

US$2,000이다. 우리는 보상 금액의 감가 상각, 사용으로 인한 가치하락 비용이 책정, 공제된 후 물품의

보수나 교체, 현금 손실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은 각 품목의 최초 구매가나 세관에 신고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비디오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에 대해 최대 US$1,500 보상 (액세서리에 대한 보상 포함) 

2.    단일 품목, 세트나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 최대 US$500 보상 

3.   여행 기간 동안 수하물의 도착이 운송업자에 의해 24시간 초과 지연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필수

     대체품의 구매에 대해 최대 US$300까지 환급하며, 이 경우 공제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여행 기간 동안 도난 당한 현금, 여행자 수표, 항공권, 도난 여권/신용카드 재발급 비용의 경우 

    최대 US$250 보상 (분실된 신용카드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최대 보상액 중 US$80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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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비용

(a)    클럽메드가 제공하지 않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클럽메드 휴양지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b)   소지 물품의 전기적, 기계적 고장 

(c)    여행자가 이용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이나 기차에서 화재나 사고 또는 절도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깨어지거나 금이 가기 쉬운 물품(안경, 쌍안경, 촬영 장비 및 전자 부품 제외)의 표면

        스크래치나 손상 

(d)  사용으로 인한 가치하락 감가상각, 또는 대기나 기후 조건, 곤충, 설치류, 해충이나 세척, 수리, 

        복원이나 개조 등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 

(e)  사고 발생 직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사나 선박의 담당자나, 클럽

      메드 휴양지의 관련 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분실이나 도난 사건으로 인한 피해. 모든 신고는

        해당 담당기관으로 부터 작성된 진술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f)   여행자가 이용하는 운송 업체나 그 지정인이 운반하지 않거나 여행과 관련되지 않은 수하물이나 

       개인 소지품 

(g)    공공장소에서 여행자가 지니지 않아서 발생되는 수하물이나 개인 소지품의 분실

(h)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여행 관련 문서 분실 시, 분실 사실을 발견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발행 

       기관과 (e)항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i)    세관, 또는 다른 공공 기관에 압수된 물품이나 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손실 

(j)    판매나 거래를 위해 의도된 상품이나 개인 물품 

(k)   특정 국가의 법규에 반하여 반입된 물품이나 개인 소지품 

(l)   모든 각각의 보험 청구에 대해 US$50또는 신청 금액 15% 중 높은 금액을 선공제하고 보험

     금을 지급한다. 가족 청구일 경우, 공제액 합계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각각의 보험청구에 대해

       가족단위로 적용

(m)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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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자에게 끼친 사망이나 질병을 포함한 신체 상해

2.    제 3자에게 끼친 재물에 대한 손실이나 손해

* 보상한도는 서면 동의에 따라 여행자에 의해 초래되거나 기타 클레임에 의해 여행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모든 법률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한다.

제 5절 

개인 배상 책임

보상하는 비용

여행 기간 중 여행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무에 대해 최대 US$200,000보상 

다음의 경우 여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보상하지 않는 비용

(a)    친지, 여행 동반자, 고용주에 대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또는 여행자가 노동자 보호법이나 

        법규, 또는 기타 법률상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경우

(b)   여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상의 손상 

(c)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자동차, 항공기나 선박등이 여행자의 소유, 사용 또는 보유로 인해

        초래된 재산상의 손상, 사망, 신체 상해 

(d)   여행자의 사업상, 전문적인 활동 또는 직업상의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 

(e)   형법상 혹은 가중 처벌에 따른 손해 배상 

(f)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6절 

야불리, 베이다후, 사호로와 토마무에서 
발생한 사고 구난 비용

보상하는 비용

야불리, 베이다후, 사호로와 토마무에서 발생한 사고 구난 비용에 대해 

최대 US$150 보상

보상하지 않는 비용

a.    경기 참가, 현지 당국의 경고나 지침을 위반하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 

b.    유자격 강사를 동반하지 않고

        활강코스 외부에서 스키나 

        스노보드 활동 시 발생한 사고 

c.    전체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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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상 예외 약관

다음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책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a)   전쟁이나 외국의 침입, 내란, 혁명, 정부에 반대하는 반란 또는 군사력으로 인한 피해 

(b)  핵연료나 핵연료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초래된 

       재산상의 손실, 파괴 또는 손상으로 인한 피해 (제 1절과 제 2절에는 적용되지 않음) 

(c)   여행자의 불법 또는 위법적인 행위, 세관이나 유관 당국에 의한 몰수, 압류, 폐기로 인한 피해

(d)   정부의 금지나 규제로 인한 피해

(e)   정부 규정의 위반 행위나, 파업, 노동쟁의, 일반 대중 매체의 소요 또는 폭동과 관련한 경고나, 

       본 보험 약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 

(f)  여행자 본인의 상해, 여행자 개인 소지품의 분실이나 손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한 여행자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손실 

(g)   경주 목적의 탑승/운전으로 발생한 피해

(h)   정신장애, AIDS나 AIDS 원인균(HIV) 또는 성병으로 인한 피해

(i)   의사의 권고에 반하여 이루어진 여행이나 여행자의 무리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

(j)   임신 6개월 이후의 여행으로 인해 임신이나 출산에 발생하는 피해 

(k)   자살, 자살 기도 또는 자해 행위

(l)   클럽메드에 예약금을 예치하기 전 30일 이내에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은 여행자 본인, 여행에 동행

     하는 친척 또는 피부양자의 건강 문제. 본 조항은 여행 기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이나 친척의 

       사망에는 적용되지 않음 

(m)  법적으로 인가받은 의료전문가로부터 처방받지 않은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

(n)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나 전세기 운영 회사가 운영하는 비행기가 아닌 여객기에 탑승하여 발생한 피해 

(o)  여행 기간 동안 여행자가 어떤한 형태로든지 여행자 신분이 아닌 채용자 신분으로 여행을 하면서 

        발생한 피해 

(p)   여행자가 다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i)  어떤 운동 종목의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ii) 항공 스포츠(행글라이딩, 번지점프, 패러슈팅, 패러 세일링 포함), 사냥, 폴로경기, 풋볼, 등산, 

        로프나 가이드를 이용한 암벽 등반(하이킹 제외), 수상 스키. 본 조항은 클럽메드 리조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클럽메드가 승인하거나 주관한 수중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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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가 도박이나 정당방위가 아닌 격투로 인한 신체 및 물질적 피해 

(r)  여행자가 수중 다이빙 자격증이 없이 호흡보조장치의 사용이 필요한 수중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본 조항은 클럽메드 휴양지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클럽메드가 승인하거나 주관한 

       수중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s)  클럽메드에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외의 모터사이클 이용이나 면허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모터사이클 이용으로 인한 피해 

(t)   보험금 지급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서 발생한 피해

(u)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준비 미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피해 

      (i) 여행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 시점에서 클럽메드나 클럽메드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준비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에 발생한

     피해. 단, 클럽메드나 클럽메드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교통수단

       의 준비 미비나 부적합성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v)   항공사, 기타 운송 업체, 호텔, 렌터카 대리점, 여행사/크루즈 운영업체, 여행도매점, 여행대리점,

       예약대리점이나 기타 여행/관광 서비스 업체, 시설 또는 숙박 제공업체를 포함한 개인, 회사 또는

       단체가 자신이나 관련된 개인, 회사 또는 단체의 채무불이행 상태 등의 이유로 서비스, 시설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w)  전통 한방 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비용

(x)     클럽메드 예약과 관련하여 클럽메드의 중과실, 실수나 부작위로 인해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여 발생한 금전적, 간접적 손실이나 비용

(y)  원자핵의 붕괴나 방사성 에너지원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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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담당 기관”은 경찰서, 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의사, 클럽메드 리조트 내의 책임 관할 사무소, 

    항공사/선박의 책임 소재 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쉬(Marsh S.A., Singapore 소재)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여행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 내용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행예약서류(Holiday
Booking Invoice)와 본 약관의 관련 조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양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명시된 관련 

원본 서류와 함께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를 경유하여 마쉬(Marsh S.A., Singapore 소재)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양식은 클럽메드코리아 본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3. 예약 연기, 취소 또는 단축

영수증, 보딩 패스, 항공권 및 관련 해당 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 서류 

클럽메드가 발행한 예약 취소 증명서 

해당 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 단축 관련 증명서

1. 개인 사고

2. 의료비

a.    진단일자  

b.   진단 병명 

c.    환자 이름  

d.    의료비

e.    의료비를 증명하는 의료서비스 업체의 증빙 서류 복사본

* 의료비를 증명하는 의료 기기 서비스 업체의 증빙 서류 복사본·동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의 보상이 거절될 수 있음

다음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당국이 발행한 증빙 서류(클럽메드가 발급한 사고 신고서 포함)

사망신고서나 병원 진단서 5. 현금 분실 

해당 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 서류

6. 야불리, 베이다후, 사호로 및 토마무에서 발생한 재난 구조 비용

재난 구조 비용 영수증

4. 물품 분실/도난 또는 손상

해당 담당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 서류

각각의 분실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판매자 발행 영수증 원본이나 입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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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MED REGIONAL NETWORK
Club Med Membership offers increased 
benefits and worldwide security.

AUSTRALIA
Level 6, 227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1, Australia
Tel: 1800 258 263
Fax: (02) 9265 0599 
E-mail: Customerrelations@clubmedau.com

SOUTH KOREA
5th Floor, 36, Teheran-ro 87-gil, 
Gangnam-gu, Seoul, Korea 06164
Tel: (02) 3452 0123 
Fax: (02) 3452 0002
E-mail: korea.sales@clubmed.com

THAILAND
Unit TNA 06, 24th Floor, The 9th Grand Tower (A),
Grand Rama 9, 33/4 Rama 9 Road,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Tel: (02) 001 8599 
Fax: (02) 001 8598
E-mail: askme.th@clubmedcustomerservice.com

HONG KONG
Unit B, 26th Floor, Fortis Tower
77-79 Gloucester Road, 
Wanchai, Hong Kong
Tel: 3111 9388 
Fax: 2845 9213
Licence No.: 350601
E-mail: sales.hongkong@clubmed.com

SINGAPORE
491B River Valley Road,
#17-01/04, Valley Point, 
Singapore 248373
Tel: 1800 CLUBMED (258 2633)
Fax: (65) 6735 8296
E-mail: askme.sg@clubmedcustomerservice.com

MALAYSIA 
Level 28C, Axiata Tower,
No 9, Jalan Stesen Sentral 5,
5047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 3 2272 5678
Fax: (60) 3 2272 1688
E-mail: askme.my@clubmedcustomer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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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Room A, 7F., No.101, Sec.2, Nanjing E. Rd., 
Taipei 104, Taiwan
Tel: (02) 2511 6611 
Fax: (02) 2511 7511
E-mail: contactus.TW@clubmed.com 

INDONESIA
One Wolter Place Building, 7th Fl
Jl. Wolter Monginsidi No. 63B
Rawa Barat, Kebayoran Baru
Jakarta 12180, Indonesia
Tel : 0 800 1 258 263
E-mail: customerservice.id@clubmed.com 
 

INDIA
707/708, Sahar Plaza Midas, 
J B Nagar, Andheri East,
Mumbai -400059, India
Tel: +91 22 40052180
E-mail: Sales.India@clubmed.com

MARSH 
CORRESPONDING OFFICE

SINGAPORE 
Marsh Singapore Pte Ltd
8 Marina View, #09-02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Tel: (65) 6922 8388
Fax: (65) 6333 8380



EUROP ASSISTANCE S.A, a French stock corporation, regulated by the French Insurance Code, having its 
registered office at 1, promenade de la Bonnette, 92230 Gennevilliers, Franc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Commerce and Companies of Nanterre under number 451 366 405 acting through its Irish branch EUROP 
ASSISTANCE S.A., IRISH BRANCH whose principal establishment is located at 4th floor, 4-8 Eden Quay, Dublin 
1, D01 N5W8, Ireland registered in the Ir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under number 907089.

8 Marina View, #09-02, Asia Square Tower 1, Singapore 018960
Tel: (65) 6922 8388      Fax: (65) 6333 8380

EUROP ASSISTANCE IRISH BRANCH (EAIB)

MARSH SINGAPORE PTE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