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신청서

상품 공통 
사항

가입자 정보

상품구성

단말기 유형과 
출고가에 알맞게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201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고객(법인)명 :                                                                                                                           휴대폰 번호 :  

본 신청인은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내용을 확인했고,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서는 ㈜미디어로그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을 위해 ㈜미디어로그(보험계약자)가 휴대폰 분실/파손 고객들을 피 보험자로 하여 KB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휴대폰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서 및 가입신청서입니다.

2018  Ver.01

가입상품선택 □ 폰 분실/ 파손보상 85 □ 폰 분실/ 파손보상 60 □ 폰 파손보상 40 □ I폰 분실/ 파손보상 60

월이용료 3,300원 2,300원 1,800원 3,300원

총보험료 99,000원 69,000원 54,000원 99,000원

폰 출고가 6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무관 60만원 이하

보상범위
종합형 종합형 파손형 종합형(보급형)

분실, 도난, 파손 분실, 도난, 파손 파손 분실, 도난, 파손

보험가입금액
보상시점의 단말 출고가와

85만원 중 낮은 금액
보상시점의 단말 출고가와

60만원 중 낮은 금액
40만원

보상시점의 단말 출고가와
60만원 중 낮은 금액

※ 파손 수리(리퍼포함) 시
1회 최대 가입금액 35만원

자기부담금(건당) 손해액의 20% (최소 3만원) 손해액의 30% (최소 3만원)

보험기간 30개월

보험효력발생시점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 익일 0시 이후 음성통화 발신 이력 발생 시점부터

보험가액 사고시점과 보상시점의 단말기 출고가 중 낮은 금액

담보하는 손해액 분실, 도난 시 휴대폰 교체비용(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파손 시 수리 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낮은 금액

보험계약자 ㈜미디어로그

피보험자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고객

담보지역 전세계

보상한도액 가입 단말기별로 담보하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분실 시 휴대폰 교체비용 혹은 파손 시 수리비용이 보험가입금액 보다 큰 경우)

보험가입대상

ㅇ 개통일로 부터 30일 이내의 신규 단말기(단, 이미 분실/파손 발생한 경우는 가입 불가)
ㅇ 중고폰(이력폰), 통신기능 없는 (Wi-Fi전용)패드, 외산폰/언락폰, 자급제폰은 가입 불가
ㅇ 분실/도난으로 단말기보상 총 2회 받은 경우 마지막 보상일로부터 1년간 가입 불가
ㅇ 착신전환 가입 고객은 해당 서비스 해지 후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 가능

보상방법

전손 (도난, 분실)
ㅇ 동일 모델 (혹은 재생단말기)로 현물보상하고, 현금보상은 불가합니다 .
ㅇ 동일 모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상시점의 가입 단말기 출고가 이내의 동급 / 유사기종(재생단말기 포함) 모델로 보상합니다.

※ 동급/유사기종 모델은 ㈜미디어로그와 보험사가 선정
ㅇ 현물보상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상단말기의 가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큼의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ㅇ 1회에 한해 개통된 상태로 보상되고, 보상받은 단말기는 신규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손 (파손수리비)
ㅇ 산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선 수리 후 보상)
ㅇ 파손된 휴대폰의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제조사 공식 A/S에서 ‘수리불가소견서’ 발급 후 이를 첨부하여 파손 휴대폰을 보상센터로 반납해야만

전손 시 보상방법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 제외 유형(손해)

ㅇ 단말기 내재적인 결함에 따른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 (단말기 구입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제조사 A/S센터를 통해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ㅇ 단말기의 성능 저하 또는 성능 미달   ㅇ 단순 기기고장 또는 표면의 긁힘과 같은 외관상 손해
ㅇ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임대한 중에 생긴 손해   ㅇ 최초 휴대폰 개통 당시의 USIM이 아닌 타 USIM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ㅇ 최초 개통 단말기가 아닌 USIM 이동으로 제3의 단말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ㅇ 주변기기 (이어폰, 충전기, 터치펜, 액세서리 등)에 대한 손해   ㅇ 천재지변 (홍수, 허리케인, 번개, 지진 등과 유사한 재난)에 의한 손해

보험해지 등

ㅇ 본 보험담보는 ㈜미디어로그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에 유효하게 가입된 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ㅇ ㈜미디어로그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해지사유
▶ 고객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해지가능 ▶ 기중고폰, 임대폰 기기변경 시 서비스 유지되며 필요 시 별도 해지 신청해야 함 ▶ 서비스 해지 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 소멸
▶ 번호이동 또는 통신서비스 해지 및 ㈜미디어로그 직권 해지 ▶ 보상한도 소진 시 (단, 전손보상 시에는 한도 관계 없이 보상 즉시 해지)

기타 유의사항

ㅇ 월 보험료는 가입 단말기 출고가에 따라 자동 설정됩니다.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 책정가격에 따름)
ㅇ 일시정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청구도 없음)
ㅇ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그 손해의 보험금에 대한 각각의 비례적 부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ㅇ 보상처리 후 분실폰을 찾은 경우, 보상처리 후 14일 이내에는 보상철회 가능하나 14일경과 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ㅇ 도난 분실 시 ㈜미디어로그에 이동전화서비스가 중지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분실보상 완료 시 분실폰은 보험사 소유로 귀속되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ㅇ 보상 단말기는 가입된 번호로만 개통 가능합니다.
ㅇ 가입된 휴대폰이 완파되어 지정 수리센터에서 “수리불가소견서”를 발급 받아 새폰으로 교체가 승인된 경우, 파손된 휴대폰은 보상센터로 4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ㅇ 분실보상의 경우 보상완료 전에 보험 해지(이통사 가입해지, 번호이동, 정책기변/재가입 등) 시 보상 불가
ㅇ 파손보상의 경우 제조사 공식 A/S센터 수리내역만 보상 가능 
ㅇ 자세한 보험관련 사항과 보험가입증명서는 http://www.lgucar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상 시 구비서류
ㅇ 공통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화내역서(필요 시)   ㅇ 분실 시 : 분실신고 접수증
ㅇ 파손 시 : A/S영수증, 수리견적서, 수리불가소견서(단말기 완전 파손 시) ※ 단, 명의자 ≠ 예금주의 경우 예금주 신분증

보상접수 ㅇ 유선접수 : Tel. 1644-9471. Fax. 0505-136-4478   ㅇ 인터넷 접수 : http://www.lguca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