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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 / sfo{ cjlw ;dflKt laDff÷ 출국만기보험_ bfaL gul/ blIf0f 

sf]l/ofaf6 g]kfn cfpg' ePsf O{ lk P; sfdbf/x?n] Prcf/ l8 sf]l/ofsf] g]k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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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mfgL lngsf] lgldQ tn lbP cg';f/ O{d]ndfkm{t lgj]bg lbg x'g ljgd| cg'/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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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 :jb]z lkmlt{ ladf cyf{t l6s6sf] % nfv jg 

출국만기보험 sfo{ cjlw ;dflKt laDff cyf{t ;fd;ª\ x\jfh]af6 kfpg] Yj]klhUs'd  

 

 cfjZos sfuh–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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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bfgLsf] ljj/0f ePsf] kf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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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6]6d]G6\ 

 a}+ssf] r]s jf :6]6d]G6df gfd / vftf g+ :ki6?kdf lk|G6 ePsf] x'g'k5{ . 

 kf;kf]6{ / a}+s vftfjfnfsf] gfdsf] :k]lnª\ Pp6} x'g'k5{ .  

 $= Plncg /lh:6«]zg sf8{sf] cufl8sf] efu 

 

 a'emfpg] tl/sf 

!=kmf/fd /fd|/L el/ cfkm"n] e/]sf] ljj/0f k'gM r]s ug'{x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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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FAX (0505) 161 - 1421

보 험 금 신 청 서

한국산업인력공단(앞) 삼성화재/서울보증보험(참조)
◉ 근로자(유족) 사항 ※보험금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       명 FULL NAME IN ENGLISH 고용노동부 접수번호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여 권 번 호 PASSPORT NO. 국적 NEPAL

연락처 본국주소 WRITE THE NAME OF DISTRICT AS IN PASSPORT (전화) +977-NEPAL’S MOBILE NO.
국내주소 (전화) +977-

근무처 직장명 (전화) 
보험금 

수령계좌
계좌번호 NEPAL’S ACCOUNT NO.
은행명 NAME OF BANK 예금주명 ACCOUNT HOLDER’S NAME

◉ 사용자 사항 ※보험금 신청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허가서 번호 사업장명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보험금 
수령계좌

계좌번호  (※보험료 자동출금 통장계좌로 보험금 수령시 기재할 필요 없음)

은행명 예금주명

◉ 보험금 신청내역 ※신청보험 및 신청사유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신청보험 신   청   사   유

근로자

□ 상    해 □ 업무외 상해사망   □ 업무외 상해후유장해  □ 업무외 질병사망□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약관상 후유장해(*양식하단의 상해/질병 청구사유 기재요망)

□ 귀국비용
□ 개인사정(일시적 출국 제외)  □ 체류기간 만료/강제퇴거  □ 이탈후 자진출국
 * 출국예정일자 : 200 .   .   .➪
 * 교통수단 : 항공/선박/기타(  항공    ) *교통편명 :대한 항공

□ 출국만기 □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출국만기보험 근로자 수령)
□ 보    증 □ 임금체불(⋆체불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이상)

업   체 □ 출국만기 □ 이탈     □ 1년미만 근로계약 해지(출국 포함)
※ 근로자가 약관에 정한 상해 및 질병사고로 보상받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출국예정일자’를 기

준으로 단기요율표에 의해 상해보험료가 환급됩니다. 

◉ 상해/질병 청구 사유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발생일시 발생장소
청구사유

(사고경위)
주요증상 상병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2항, 제22조2항, 제27조2항 및 제28조2항에 의거 보
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년 0 월 0 일 신청인 : NAME OF WORKER & 
SIGNATURE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통장 사본, 진단서(사망/후유장애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용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단, 상기 보험료를 자동출금한 통장계좌로 보험금 수령시 통장사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보내는곳 <우100-191>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효덕빌딩 8층 외국인전담팀
                        전화(TEL. 02)2119-2400     팩스(FAX, 0505)161-1421

FILL UP THE APPLICATION DATE

CHOOSE TYPE OF INSURANCE 

PLEASE FILL UP THE FORM IN ENGLISH & IN CAPITAL LE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