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험금 지급관련 주요내용
☐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_연구활동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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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대상 : UST 재학생 및 수료등록생

☐ 보상금액

보상항목
보상한도
요양급여 최대 5,000만원
장해급여 최대 2억원
입원급여 1일당 5만원
유족급여
2억원
장의비
1,000만원

내용
실제 발생한 의료비부담
후유장해 보상
4일 이상 30일 이내 입원일당 지급
연구실사고로 인한 사망 보상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 포함)에게 지급

☐ 보상내용
◦ UST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연구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 또는 연구활동 중 사고에 의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후유장해/치료비 등을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 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약관에 따라 규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출서류
◦ (공통)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신분증 앞‧뒤 사본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⑤ 사고경위서
◦ 보상항목별 제출서류

보상
항목

제출서류

1. 진단서
내시경 등)
요양 2.3. 정밀검사기록지(CT,
급여 4.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5. 10만원 이상 시 초진차트

비고
입퇴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을 시
진단서 대신 제출
가능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급여 발급 전 콜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와 상의
입원 - 입원확인서
급여

원본 제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3. 가족관계사실확인서
유족 4.5. 경력(재직)증명서
수익자지정 시
급여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상속인 각각의 기본증명서

원본 제출

장의비 - 콜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와 상의

☐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사고발생
학생

치료 후
접수 및
사고확인
서류제출
담당자배정
⇨ 학생
⇨
⇨ 보험사와
보험사
→보험사
UST
⇩
보험금 지급 보험금 확정
보험사 ⇦ 보험사
→학생

☐ 보험접수 및 문의처 : 메리츠화재
◦ TEL : 대표번호 1811-8412
◦ E-Mail : (수신) groupclaim@meritz.co.kr 또는 top6656@topla
c.co.kr / (참조) sh.jung@meritz.co.kr
=> 참조에 insurance@ust.ac.kr을 꼭 참조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 TEL(영어) : sh.jung@meritz.co.kr 전화상담 신청
◦ FAX : 0505-021-6100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0 메리츠화재빌딩
7층 단체사고 접수 파트

☞ 실제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UST 문의처 : 학생팀
- 전화번호 : 042-865-2338
- E-Mail : insurance@u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