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사업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도와주는

저소득층
아동보험 2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안내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아동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 한부모가족 확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전화

02-3471-5116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아동보험 안내센터

02-3471-5116

팩스

070-4758-9556
필수

e-mail

fjclaim@fjins.co.kr
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용도

비고

보험금청구서

인적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신분증/통장사본

부양자 중 1명의 신분증, 통장사본 첨부

부양자확인
가능서류

주민등록 등본/초본/가족관계 증명서 등
부양자 확인이 가능한 법적 서류

후유장해 청구시

후유장해 진단서(AMA 방식)

입원일당 청구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제출 시 입원기일 기재)

골절진단금 청구시

진단서/수술확인서/입퇴원 확인서
(골절 코드 및 진단일자 확인 가능 서류)

암진단금 청구시

진단서와 진단사실 확인서류
(조직검사기록지, MRI, CT 결과지 등)

택일

전화/팩스/메일/카카오톡 등 한 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무료전화)

더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검색하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세요.
홈페이지(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2

저소득층아동보험2
상품안내페이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저소득층아동보험2는
무엇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 17세 이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구분

부양자

아동보험상품입니다.
※ 참여보험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보장금액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청구하여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심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아동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3000만원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1000만원

수술비

1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10만원

※ 자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메뉴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자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무료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보험2의 보험금은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보장내용

질병후유장해(3~100%)

누가 가입되었나요?

보험금은

전화/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보험금 청구

(부양자 또는 아동)

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보험금 지급 심사

2020년 7월 31일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 후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