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부보 안내문 >
안녕하십니까? 범양해운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소중한 이사화물을 저희 범양해운을 믿고 맡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의 이사화물은 보험에 가입되심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보험 부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험 부보액을 설정해주셔야 하며 ★보험 부보액 설정이 되
지 않으실 경우, 배송 시(時) 혹은 배송 후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문제에 대하여

배상이 불가함★

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부보 절차
-

보내드린 패킹리스트(PACKING LIST) 혹은 가지고 계신 패킹리스트를 출력하십니다.

-

보험 부보액이 설정 되신 고객님
① 회사나 주재원 귀임으로 보험 부보액이 기 설정되신 고객님들은 기 설정되신 총 보험액을
확인하십니다.
② 설정되신 총 보험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박스 별 혹은 품목 별로 부보액을 설정하십니다.
★TIP!! 부보하실 품목 :
= 파손율이 높은 아이템, 고가의 제품, 귀중품이 들어있는 박스, 애장품, 장식품, 가구 등
등 고객님의 소중한 아이템에 금액을 설정
= 고객님이 판단하시기에 가치가 낮은 아이템 교재, 책, 욕실용품(샴푸,린스 등), 옷(저가),
사무용품, 장난감 등등 에는 최소금액이나 낮은 금액을 설정
= 음식물은 보험 보상이 안되므로, 부보 불가
③ 아이템 옆 빈 공간에 각각의 부보액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④ 설정하신 부보액의 합이 총 부보액과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요청드린 통관서류 보내주실 때 함께 보내주시거나 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 부보 리스
트 미 작성 시, 파손 발생 경우 보험 청구가 불가하심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보험 부보 가능 금액
박스(BOX) 당 : 최소 USD 10 ~ 최대 USD 3,000 까지만 부보 하실 수 있으십니다.

▶ 보험 클레임 발생 시 안내문
-

보험클레임 가능 기간 : 이삿짐을 받으신 뒤 한 달 / 청구는 1회만 가능.
★청구는 딱 1번만 가능하므로, 모든 물품을 정리하신 뒤 한번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청구는

불가 하십니다.

-

보험서류 접수 후 처리 기간 : 최소 2주 ~ 최대 한달 이상 (보험사 사정에 따라 달라짐)

-

보험 수수료 : 청구 하신 청구 총액에서 보험 수수료 USD 200 이 차감, 차감되신 후의 금액이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험 청구 시 :
① 파손이 발견 된 즉시, 바로 해당 아이템의 박스 번호(NO.)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추후, 패킹
리스트 상의 박스번호와 불일치 시 확인 불가로 인해 보험청구가 불가합니다.)

② 파손된 제품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첨부 시, 보험
금 지급 불가)

③ 전자제품 관련해서는 내부 파손은 보험사 규정 상,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십니다.
④ 파손된 제품은 고객님께서 부보 하신 금액이 최대 금액이며, 부분 파손의 경우에는 부분 파
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

기타사항 : 보험회사에서 서류 심사 시, 품목에 비해 보험 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장 조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자체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사가 있을 경우,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보험 부보액 설정이 되지 않으실 경우, 배송 시(時) 혹은 배송 후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문제에 대하여 ★배상이 불가함★ 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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