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트래블로버

TRAVELOVER 에서 안내드리는 사고처리 유의사항
가.

사고처리 상담 및 문의
※ 당사에서는 가입자 불편사항 해소차원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중입니다.
1. Travelover 24hour Call Center : +82-2-334-0040
2. Travelover Claim Center(AM09:00 ~ PM06:00) : +82-2-1644-9067
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트래블로버 (+ 친구추가)
4. Travelover Homepage : (www.travelover.co.kr ) – 고객센터 – Q&A

나.

사고접수 무상대행 안내
※ 당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대행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Step1. 사고발생~서류 접수 단계
1, 사고발생

☞

2. 서류작성

※ 사고 유형별 구비서류는 아래 "라"항 및 트래블로버 홈페이지(http://www.travelover.co.kr/claim.htm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ep.2. 청구 단계
3. 당사 접수

☞

: 서류 검토 후 개별문자 발송

다.

4. 청구 대행

☞

: 보험사로 심사요청 및 진행사항 확인

5. 지급 확인

: 지급여부 확인하여 개별문자 발송

의료지원 서비스
대형단체 가입 시 당사와의 사전협의 후 응급의료 지원팀을 파견하여 현장 지원

라.

보험사고 발생 시 청구 구비서류 안내
1. 보험사고 발생 입증책임은 보험 청구권자에게 있으며 청구서류 미비 시 보험금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사고 경위에 따라 아래 서류 외 추가서류 요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전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류
필수 서류

해외여행
보험금청구서, 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

국내여행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 주민등록번호 or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medical receipts (영수증)
외래 진료비 계산서
통원
prescription (처방전)
처방전(질병분류번호기재), 약제비 영수증
상해
치료
/
건당 10만원 이상 의료비,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치료의 경우 추가서류(의사소견서
질병
및 진단서 등)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파손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Medical Statement)
입/퇴원 확인서 (Confimation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ing the hospital)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파손품 사진
(수리불가 시 "수리불가확인서" 필요하며, 파손물품 회수할 수 있음)
파손/도난 품목이 휴대품인 경우 - "통신사 가입증명서"추가 첨부

사고경위서, 피해품 내역서
도난 / 파손
목격자 확인서 + 목격자 여권사본
공통서류
-(여권사진면, 출입국도장면)
항공사 과실의 파손/도난사고 발생 시
'항공사 처리결과 확인서' 발급
도난
배상책임

목격자 확인서 + 목격자 신분증 사본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호텔,대사관 발급), 피해물품 구입영수증(없을 경우 감가율 상승)
피해물품 사진 수리비 견적서(Invoice), 수리비 결제 영수증, 결제 확인 내역, 목격자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