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절차
1 피보험자(춘천시민)
사고발생

2 보험사 전화문의

3 보험금 신청

심사 진행

Q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A 춘천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5 보험사 처리

시민
안전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면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됨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농협손해보험)에 첨부

ㆍ보험금 청구서식
-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www.nhfire.co.kr)에서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입원 또는 치료병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농협손해보험)에 문의

문의전화
농협손해보험 1644-9666(내선 1번)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실 033-250-4254

시민 모두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보장받는 든든한 보험

Q&A

1644-9666 (내선 1번)

4 보험사 심사

*

시민안전보험

Q 계약기간 내 전입, 전출 신고자도 해당되는지?
A 전입 시점부터 자동 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 해지됨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Q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가?
A 타 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Q 보험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A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춘천시민

춘천시민

춘천시민

Q 보험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신청
Q 춘천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되는지?
A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시민은 지역에 관계
없이 보상가능

Q 사고 당시에는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는데,
보험금 청구 이전에 타 시 군으로 이사 간 경우도
청구 가능한가?

A 사고 당시의 주소지가 춘천시인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료 NO!
가입절차 NO!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개인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시민
안전보험
보장내역

시민안전
보험이란

?

춘천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춘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보험자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
자연재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만원

1천만원 한도

1천만원

1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1천만원 한도

1천만원

1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21. 2. 10. ~ 2022. 2. 9.(1년간)
※NH농협손해보험

보 험 료

춘천시가 일괄 납부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됨

익사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천만원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