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보험사                           보상서류  안내  ARS
보상 서류 접수 

번호(FAX)
보험 관련 문의 전화

K B

손해보험

1544-1616 

(1번->1번)
0505-136-6600 02-6900-5026

메리츠
1566-7711

(5번)
0505-296-0001 02-6464-3114

유  형 구 비 서 류

필수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KB손해보험 또는 메리츠 홈페이지에서 양식지 다운 

     또는 콜센터 문의(1544-0114)

- 보험금 청구인의 (엄마 또는 아빠)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자녀기준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 내용 확인)

증빙

서류

기 본
- 병명 확인 가능한 ‘초진차트사본’ 또는 ‘진단서’

  (단, 아래의 경우 각각 해당하는 서류 첨부) 

암 -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골절 및 화상, 

진단비 

- 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된 진단서)

특정 수술비 -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된 서류

입원일당 

청 구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및 진단코드와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함)

[ 보상 청구 방법 안내 ]

◈  보험금 청구 과정 ◈ 

    

 

 [붙임1]을 참조하여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 FAX로 보내주시면, 서류접수 

후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 사항을 SMS로 전송해드립니다.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상담당자에

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상청구 시 필요서류 ◈



【붙임1】보장 내용 (요약)

보 상

회 사
담   보   사   항 가입금액(원) 보   장   내   용

메리츠 탈구, 압착손상, 신경손상 300,000 ‘탈구, 압착손상, 신경손상 분류표’에 명기된 진단시

메리츠
24시간 상해후유장해

1,500,000 상해 후유 장해시 (3~100%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지

급)KB손보 28,500,000

메리츠
질병 입원일당(180일한도)-1일이상

20,000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당일부터 지급

상해사고로 입원시 입원당일부터 지급

상해 입원일당(180일한도)-1일이상

KB손보
질병 입원일당(180일한도)-1일이상

10,000 
상해 입원일당(180일한도)-1일이상

메리츠
암치료비(기타암 20%)

10,000,000 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 명기된 암진단시 지급

(면책기간 없음)KB손보 20,000,000

K B

손해보

험

골절수술위로금 500,000 골절로 인한 수술시 지급

골절진단비(치아제외) 200,000  골절 진단시(치아제외)지급

깁스 치료비 100,000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 치료시 위로금 지급

외상성절단위로금 5,000,000 상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화상발생위로금 500,000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시 위로금 지급

화상수술비-치료비 1,000,000 화상으로 인하여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조혈모세포이식수술 20,000,000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시

뇌.내장 수술 위로금 5,000,000 상해 사고로 위, 소장, 간장, 심장, 폐 등의 수술시

선천이상수술비 2,000,000
‘선천이상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장애발생위로금(장애발생위험III) 10,000,000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인

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등

급판정기준에 따라 지급(1급-120%,2급-100%,3급

-80%,4급-60%,5급-40%,6급-20%)

유괴.납치.인질위로금-1일-90일한도지급 100,000 유괴 납치발생으로 신고되었을 때(1일당- 90일한도)

**계약의 보장내용은 시.구의 제도,운영방안,예산에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