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th Ave. Group 전자 기기 보험 적용 범위 (포털 앱)

1971 년 이후 개인 재산 보험

2020 학년도에 유효한 신청서

포트리 공립학교

포트리, NJ

Worth Ave. Group은 학교에서 발급 한 기기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합니다. Worth Ave. Group의 

보험은 일련의 손상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합니다. 이 보험 정책은 전체 교체 비용 보장을 제공하고 전 세계 (학교 안팎에서) 

물품을 보호합니다. 정책은 또한 교체 장치로 양도 할 수 있습니다.

K-12 학생 요금
ㅏ 우발적 손상 (낙하 및 유출)

ㅏ 금이 간 화면

ㅏ 액체 침수

ㅏ 화재, 홍수 및 자연 재해

$ 48.80 ㅏ 번개에 의한 전력 서지

ㅏ 도난 및 기물 파손

모델 적용 범위 기간 공제액 비용

HP 크롬 북 220.00 달러

일년 $ 0.00

삼성
Chromebook

220.00 달러

일년 $ 0.00 $ 48.80

엑스 제조 결함 및 기계적 결함

엑스 StandardWear & Tear

엑스 외관 손상

엑스 설명 할 수없는 손실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수준 : * ______________ 부모님 성함: * 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시. 상태: * ______________ 

우편 번호 : * _________

집 전화: * 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 전화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장치 일련 번호 : * _____________________ ( * ) 필수 정보; 

명확하게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학생 정책에만 해당)

(정책 문서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구매: https://www.worthavegroup.com/portal/ftleepsnj

참고 : 온라인 초기 견적에는 처리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편 구매 :
CHECK, MONEY ORDER 또는 CASHIERS CHECK를 Worth Ave. Group에 수취인으로 만드십시오. 우편 주소 : Worth Ave. 

Group, PO Box 2077, Stillwater, OK 74076

정책 발효 일은 우편 주문의 경우 봉투에 소인이 찍힌 날짜로부터 24 시간 후 또는 구매 후 오전 12:01에 시작됩니다. 우발적 손상으로 

인한 청구에는 30 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 대기 기간 내에 발생한 손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Worth Ave. Group은 National Student Services, Inc.와 제휴합니다. 1971 년부터 WAG는 대학 및 대학교의 학생, 교수진 및 직원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개인 재산 

보험을 제공하는 선두 주자입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이제 K-12 교육,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본사는 오클라호마 주 스틸 워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에 위치한 하노버 보험사는 영업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기준으로 

보험사를 평가하는 조직인 AM Best Company로부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800) 620-2885, 오전 8시 ~ 오후 6시, 월 ~ 금 CST

PO Box 2077, Stillwater, OK 74076 

www.worthavegrou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