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리비용보상보험”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가 DB손해보험과 함께 고객님을 위해 제공하는 “단체보험”입니다. 

상품문의 및 보상 관련 궁금하신 점은 단체보험의 모집을 주관하는 (주)다다이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44-0746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Jabaxb) 

 

 

 

수리비용보상보험  

고객님께서 보험기간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지정된 부위 및 부품의 수리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손해가 발생

하여 메르세데스-벤츠 공식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실 경우, 각 부품/부위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불하신 수리비

용을 보상해드립니다.

보상내용 및 조건 

 

 
 

 

 
 

부품별 

• 전면유리: 차대차 사고 외 외부요인으로 인한 1cm 이상의         

홈 또는 10cm 이상의 실금 이상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 사이드미러: 차대차 사고 외 이유로 사이드미러의 정상 작동 

불능 및 오작동 이상의 외부 파손이 발생한 경우(파손구품 반납) 

• 타이어: 차대차 사고 외 이유로 타이어가 재생 불가능한 상태

로 찢어지거나 손상되어 차량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타이어 휠: 차대차 사고 외 외부요인으로 인해 타이어와의 접

촉되는 휠 부위가 원형기준 3cm 이상 파손(패임/변형) 혹은 

휠 표면 공간을 포함하여 연속된 스크래치가 15cm 이상 발

생한 경우 
 

부위별 

 

 

 

 

 

 

 

 

 

 

 

 

 

 

 

 

 

 

 

 

 

 

 

 

 

 

 

 

 

 

 

– 부위별 차체상부(보닛,루프,트렁크), 차체측면(휀다,도어), 범퍼 

: 1사고당/차량당 2,000,000원 (칩,덴트,스크래치 중 1회 한도) 
 
※ 보험료 예시: 70,000,000원 X 0.22% = 154,000원 

.(VAT를 포함한 세금계산서기준의.차량가격) 

 

수리비용보상보험을 이용한 수리 예시  

• 전면유리 수리 예시 

- 총 수리비용 200만원: 200만원 전액 환급 (고객 부담금 없음) 

- 총 수리비용 350만원: 보상한도 초과하는 50만원 제외  

                     300만원 환급 (고객 총 부담금 50만원) 

• 범퍼 스크래치 수리 예시 

- 총 수리비용 100만원: 100만원 전액 환급 (고객 총 부담금 없음) 

- 총 수리비용 220만원: 보상한도 초과하는 20만원 제외 

200만원 환급 (고객 총 부담금 20만원) 

 

주요 고지사항 

①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

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

호한도는 메리츠화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

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나

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

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고객의 고의로 생긴 사고(손해)일 경우  

②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

은 경우 

③ 차량 하부, 도어 및 후면 유리 조명부품(헤드&테일램프, 방

향지시 등) 및 썬루프에 발생한 손해 

④ 차량의 주차 중에 발생한 손해 (단, 정차 시 발생한 손해는 

보상) 

⑤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및 경주용 차량 

⑥ 영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⑦ 차량 외부가 아닌 내부 및 인테리어에 발생한 손해 

⑧ 차량 출고 후 임의로 개조 및 튜닝한 차량에 발생한 손해 

⑨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⑩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 

⑪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⑫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하여 도장면(차체) 외형의 변형이 

없는 단순 생활기스나 스크래치에 따른 손해 

⑬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체 

⑭ 타이어 교체 시 휠얼라이먼트, 휠발란스, 타이어로테이션 

등의 발생 비용 

⑮ 공권력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

해 (단, 소방/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 
 

 

 

 

 

보험기간 내 주행거리 20,000km 미만 1 

 
2 부품/부위별 보상조건 

보상한도 

3 부위/부품별 보상한도 

* 타이어(또는 타이어휠)의 경우, 1회의 사고로 1개만 보상되어도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칩 Chip 직경 30mm 이상 깊이 3mm 이상

덴트 Dent 직경 150mm 이상 깊이 3mm 이상

스크래치 Scratch 직경 150m 이상 깊이 3mm 이상

수리비용보상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의 

홈페이지 (www.benzfs.com/oooooo), 단체보험 

규약 및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보상한도 연간보상범위 사고횟수

앞유리 3,000,000 1개  1회

사이드미러 2,000,000 1개  1회

타이어 2,000,000 2개 (1개당 보상한도: 1,000,000)  1회

타이어휠 2,000,000 2개 (1개당 보상한도: 1,000,000)  1회

http://www.benzfs.com/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