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험금 지급관련 주요내용 (Insuring Agreements)
☐ 보험종류 : 경영자배상책임보험_치료비(Commercial General
Liability)

☐ 보험기간 (Period) : 2019년 5월 14일 0시 ~ 2020년 5월 13일 24시

☐ 보상대상(Insured) : UST 재학생 및 수료등록생 (currently
registered students(who are enrolled for coursework or
post-coursework) )

☐ 보상금액(Limit of liability) : 최대 1인당 500만원, 1사고당
500만원(5,000,000 Won for any one person/accident)
☐ 보상내용 (Coverages)
◦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입은 신체장
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학교업무”라 함은 학교시설내에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의미하며 총장이나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간주
◦ “치료비”는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병원이 실시한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
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A. We will pay medical expenses as described below for "bodily
injury" caused by an accident;
(1) The accident takes place in the "coverage territory" and during
the policy period;
(2) The expenses are incurred and reported to us within one year
of the date of the accident; and
(3) The injured person submits to examination, at our expense, by
physicians of our choice as often as we reasonably require.
B. We will make these payments regardless of fault. These
payments will not exceed the applicable limit of insurance. We will
pay reasonable expenses for :
(1) First aid at the time of an accident :
(2) Necessary medical, surgical, x-ray and dental services, including
prosthetic device ; and
(3) Necessary ambulance, hospital, professional nursing and funeral
services.

☐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clusion)
◦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기타 약관에 따라 규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We will not pay expenses for "bodily injury":
a. To any insured.
b. To a person hired to do work for or on behalf of any insured
or a tenant of any

insured.

c. To a person injured on that part of premises you own or rent
that the person normally occupies.
d. To a person, whether or not an employee of any insured, if
benefits for the "bodily injury" are payable or must be provided
under a workers compensation or disability benefits law or a
similar law.
e. To a person injured while taking part in athletics,
f. Included within the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
g. Excluded under Coverage A.
h. Due to war, whether or not declared, or any act or condition
incident to war. War includes civil war, insurrection, rebellion or
revolution.

☐ 제출서류 (Documents for submission)
◦ 보험금 청구서 (Written insurance application)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Consent form for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 사고접수양식 (Written accident application)
◦ 영수증 등 병원치료비 내역 (Receipt for medical bills)

☐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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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DB손해보험 (Inquiry : DB Insurance Company)
- TEL : 대표번호 1588-0100 (General Directory Num.)
- UST담당자 : (내국인) 010-3797-4828, kjin0098@naver.net
(Foreigner) 02-3011-5042, specialham7@dnins.co.rk

☞ 실제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We may request supplementary documents for claim adjustment.
☐ UST 문의처 : 학생팀 (UST Inquiry : Student Affairs Team)
- 전화번호(tel) : 042-865-2338
- E-Mail : insurance@u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