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Korean)
Assist America 는 가정에서 또는 자신의 거주 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에서 100 miles 개 이상의 마일 (150km) 때 보조 미국 서비스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신 송환
덮여 가입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경우에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준비와 인간의 집에 남아 가지고 운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ASSIST AMERICA 서비스

분실 가방 또는 문서 지원
분실 수하물 또는 개인 문서는 계획을 제안하고 여행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번거 로움으로 작은 성가신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Assist America 미국은 잃어버린 가방을 복구하고
제공하기 위해 항공사와 함께 작동 분실 여권 및 라이센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 여행 티켓 및 연락처 필요한 기관을
대체하는 운송 회사와 연락을 취.

의학 자문, 평가, 소개
직원 24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운영 센터 는 의학적 으로
인증 직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국어 평가 , 즉시 수 권장 사항 을
포함한 모든 비상 사태 에 대한 요구 사항 , 자격을 갖춘 의사 및 /
또는 병원은 좋아한다.
의료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의사, 간호사 , 기타 의료 훈련을받은 직원 의 우리의 팀은 치료의
적절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회원의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릴레이 ,주치의 및 병원 과 정기적으로 의사 소통 에 있습니다.
“
처방 지원
멤버를 잊고 여행하는 동안 당신이 당신의 처방전을 분실 한 경우
, 당신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회원 의 약국 과 의사의 분야에서
업무와 여행 에 대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약제 (
같은 법적 으로 허용 가능한 ) PCP 파견 , 또는 부재 우리 의요구에
따라새로운 처방의사 로컬 주계습니다.
병원 입학 지원
회원의 건강 보험을 확인하거나 병원에 필요한 자금을 선불
지급하여 회원이 즉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불금은 45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응급 의료 대피
회원이 세계의 아프거나 다쳤을 영역 때 적절한 치료 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우리 는 관여 하고 필요한 모든 운송 , 장비, 직원은
당신 이 할 수있는 우리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안전 기능을 사용하여 멤버를 전송합니다. 운송 과 미국의
협력 에 의해 지불 동안 치료 를 포함한 총 비용 의 피난

여행전 정보
우리 회원들에게 그들이 할 수있는 가장 정보와 준비가 여행객을
내릴 수 있도록하기 위해, 우리는 Assist America 웹 사이트에
대한 포괄적 인 사전 여행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회원은 www.
assistamerica.com 에서 국가 프로필, 비자 요건, 예방 접종 규정,
보안 권고 등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Assist America 여행자의
뉴스 레터를 지원하고 AssistAlert 이메일은 현재 보안, 여행, 의료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적 자문 및 통역사 소개
Assist America 국가에서 신뢰할 수있는 법률 고문 및 통역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됩니다.
응급상황 현금 지원
회원은 검증 여행 비상을 가지고있는 경우 정황 다른 금융 수단
없이는, 우리는 할 수 필요에 따라 현금을 좌표입니다.
기타 등등…
우리가 직면 한 모든 사건은 고유하며 맞춤형 솔루션 자체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원의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과 자원이
그렇게해야합니다.

동반 방문
Assist America 건강 위기 가족 또는 현재 친구를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안심 더 느낌도 회복 과정을 촉진 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준비하고 혼자 7 일 이상 병원에 입원 할 예정이다 구성원에
참여하는 하나의 사랑 경제, 왕복 운송 비용을 지불 할 이유입니다.
미성년 자녀 보호
미성년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부모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경우,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교통비용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과 함께
또는 지역 아동보호 시설에 머물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자녀들만 집에 남게 될 경우, 적절한
보호인을 찾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 후 송환
의사 및 참여 의료자가 만족할 만큼 회원의 상태가 안정되면,
자택 또는 요양 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 직원이 동행합니다.
응급상황시 메시지 전송
시간 차이, 통신 문제와 환자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려운
사이의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떨어져 부상 또는 질병과
함께 제공되는 일반 해체. 미국은 환자, 가족, 친구, 고용주
또는 누구든지 다른 정보 루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긴급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Assist America.

자세한 내용은 www.assistamerica.com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혜택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Assist America의 브로셔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행 중 휴대할 수 있는 지갑용 소형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 이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카드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