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서류 우편접수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386
(서린동)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한국지점, 처브그룹 컴 퍼니
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 동 7 층
고객센터 1566 5800
www.chubb.com/kr

보험범죄신고서
1.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주소

전화번호
집

이메일 주소

혐의자와 관계

2. 보험범죄 혐의

* 보험범죄 혐의에 대한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위와 같이 보험범죄 혐의에 대하여 신고 합니다.
날짜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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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함 ☐


신고인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에이스손해보험(주)가 상기 개인(신용)정보를 보험범죄신고 처리업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및 증빙서류 보존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귀사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상기 목적으로 상기의 보유 ∙ 이용기간 동안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험범죄신고 처리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


귀사는 상기 개인(신용)정보를 보험범죄신고 처리업무, 보험사기 공동조사,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및 증빙서류 보존
목적으로 에이스손해보험(주)에 제공 할 수 있으며 동 개인(신용)정보는 위 제공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귀사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상기 목적으로 상기의 보유 ․ 이용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험범죄신고 처리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 및 그 변동내용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에이스손해보험 홈페이지
www.chubb.com/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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