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보험

한국인 고용주들을 위한 글로벌 솔루션
직원들의 건강, 웰빙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글로벌(UnitedHealthcare Global)에서 귀하의 성장하는 비즈니스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순회 직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 설계된 문화적 이해를 

동반하는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건강, 웰빙 및 생산성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드립니다.

• 새로운 회원 환영 전화

• Rally.com을 포함한 건강 및 웰니스를 위한 도구

• 중간 사이즈 그룹의 직원 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선택적 오리엔테이션

• 회원 고유의 의료 혜택 고려사항을 포함한 미국 내 의료 이용을 위한 정보

• 전 세계 의료 진료 제공자 위치 정보 및 myuhc.com을 통한 온라인 클레임 제출

전 세계 의료 시스템 이용 지원

주 7일 하루 24시간 지원

연중 매일 주 7일 하루 24시간 고객 
지원 이용 가능. 귀하의 직원들은  
연중 매일 100가지가 넘는 언어로 
응급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혜택과  
회원 적응 프로그램

의료, 여행 및 보조 서비스 
지원을 모두 한 자리에서 
제공하며 또한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도와드리는 과정들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및 미국 네트워크의 
파워

백만 명이 넘는 진료 제공자로 
이루어진 저희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전 세계 125개국에서 1억 3천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의 모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의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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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글로벌의 글로벌 보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적인 혜택 플랜 선택사항 

부양가족 혜택을 포함한 통합된  

의료, 약국, 치과 및 시각 혜택. 
• 주 7일 하루 24시간 즉각적인 개인별 지원 제공 

• 무료 다중 언어 전용 헬프라인

• 국제 및 국내 업무 모두를 위한 통합 로그인 웹사이트

강화된 글로벌 클레임 관리

효과적인 임상 의료, 건강 관리 및 웰니스 프로그램.
• 첨단 기술 플랫폼 

• 모든 종류의 클레임을 위한 단일화된 글로벌 플랫폼 
• 전 세계적으로 진료 제공자와 직접 지불 합의

규정 준수

저희의 검증이 완료된 서비스들은 해당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수준 높은 서비스의 진료제공자를  
전 세계적으로 이용.
• 병원 및 종합병원

• 의사 및 특수 의료 전문가

경쟁력 있는 비용 책정

저희의 네트워크 할인과  
선도적인 임상 프로그램의 효과. 

• 동급 최고의 의료 혜택

• 수준 높은 의사 및 병원 이용

• 건강하고 성공적인 임무

순회 직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

• 새로운 국가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 및 조언 제공

• 일관된 즉각적인 대응 지원 
• 주 7일 하루 24시간 고객 서비스 

보조 서비스

글로벌 보조 서비스 영역 강화.
• 온라인 도구

• 글로벌 정보 및 모니터링

• 보안 운영 및 훈련

• 여행자 트래킹 
• 실비의 의료 후송

• 원격 수술을 위해 장비가 완비된  

현지 클리닉

선진 의료 관리

적절한 상황 및 올바른 시기에 알맞은 의료 제공. 
• 매 단계마다 최적화된 의사 결정

• 입원 전부터 퇴원 및 그 후까지  
종합적인 의료 관리 프로그램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증진을 위한 코치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결정. 더 좋은 건강.

고용주 직원 및 가족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단일화 솔루션,

글로벌 보험 
전화 (무료 전화) +1-800-544-4249
이메일 uhckorean@uhc.com / 웹사이트 uhcglobal.com/ExpatriateInsur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