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na Life Insurance Company Ltd.Tianjin Branch 

Confirmation of Insurance Offer  

 

Business office: China Life Insurance Company Ltd.Tianjin Binhai New Area Central 

Branch Company.  

Claims enquiry Tel.: 59820550, 95519     

 

Insurance period  One year  

Type of insurance  Insured amount (Annual Cumulative Total)                         

Accidental Death RMB60000  

Diseases Death RMB50000 

Disability out of Accidents RMB10000 

HospitalizationExpenses  (Diseases/Accidents) 

or Specific Outpatient Treatment 
RMB50000 

Hospitalization Compensation 

(Diseases/Accidents) 
RMB80/day 

General Accident Outpatient/Emergency 

Treatment 

RMB15000 

Rabies Vaccine RMB500 

Minimally Invasive Cosmetic Suture out of 

accidents 
RMB800 

Accidental Traumatic Tooth Repair RMB800 

Each claim deductible (In words) RMB One Hundred (￥100) 

 

Reminder:  

1. The hospital shall be a public hospital, level II or above, with medical insurance 

settlement.  

2. The name on the hospital forms and medical receipts must be the same on the 

official ID card for Chinese students and on the passport for foreign students. 

(Some students from HK/Taiwan/Macau, the names in the passport are both in 

English and Chinese. We suggest the Chinese name is used for the registration.). 

Please check with the school nurse for the student’s name in the insurance system 

before going to the hospital. 

3. Please require the doctor to write the medical record (病历本写病历) and issue a 

medical diagnosis certification with stamp （盖章的诊断证明书） 

4. Other documents please refer to below “List of Claims Materials of Student 

Insurance” 

5. As to the part of hospitalization fees which have been reimbursed by social 

insurance, please provide payment checklist (with seal). 

 

*This is translation from Chinese version. Chinese meaning comes before English when 

needed. 



 

 

Special agreements: 

 

1. As to China Life Additional Students and Children Accident Fee Compensation 

Medical Insurance, the medical fees which are reimbursable as per regulations will 

be reimbursed at the percentage of 80% within the insured amount. Payment 

checklist (with seal) from Social Insurance is required for the claim.   

2. As to China Life Additional Students and Children Hospitalization Fee 

Compensation Medical Insurance, the medical fees which are reimbursable as per 

regulations will be reimbursed at the percentage stipulated below within the insured 

amount:  

For the students and children who have taken part in Urban Residents Basic 

Medical Insurance, the balance after deduction of the reimbursement from social 

insurance and compensations from other channels will be reimbursed at the 

percentage of 80%. 

For the students and children who do not take part in Urban Residents Basic 

Medical Insurance, the balance after deduction of compensations from other 

channels and deductibles (RMB100) will be reimbursed at the percentage of 

60%-70%.     

3. As to China Life Students and Children Life Insurance with Fixed Period and China 

Life Additional Students and Children Hospitalization Fee Compensation Medical 

Insurance, the waiting period (to observe whether the insured has had a disease 

already) is 30 day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our company about insurance 

renewal, the renewal period does not have a waiting period).  

4. The number of payable days of China Life Additional Students and Children 

Hospitalization Fee Compensation Medical Insurance is 90 days for each 

hospitalization. The cumulative number of payable days with each insurance policy 

is 180 days per year. 

5. The reimbursable medical fees shall follow the regulations of reimbursable scope of 

Tianjin urban employees’ basic medical insurance for diagnosis, treatment and 

medicine. 

6. Treatment for diseases which haven’t recovered before the contract takes effect 

and treatment for inherited disease, congenital malformation and deformity or 

chromosomal anomaly is not under the insurance coverage of our company. 

7. Suicide or deliberate self-hurting, injury due to law-breaking behaviors or 

participation of high-risk sports activities and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are 

not under the insurance coverage of our company.  

8. Beatification, care and remedy for teeth, medical operations for visual acuity 

correction, medical operations for sex change and cosmetic surgery or 

orthomorphic operations including circumcision not due to accidental injury are not 

under the insurance coverage of our company.  

9. Diagnosis and treatment at Hong Kong, Macao, Taiwan or outside China are not 

under the insurance coverage of our company.         

 

 



 

 

 

List of Claims Materials of Student Insurance 

  

Outpatient 

○ Claims application form shall be completed (filled with black ink pen) and signed by 

applicant (note: if the applicant is under the age of 18, guardian’s name and parents’ 

phone number shall be filled in the column “Applicant” and the item “Signature of 

applicant” shall be filled with the guardian’s name.) 

○Statement of the accident (either by student or school) and certificate of school 

(certifying that the student studies in the school and has social insurance or commercial 

insurance) with school seal.   

○Light-Brown sheet of medical expense receipt (printed, original), medicine prescription 

and printed list of medicine charges.  

○Diagnosis certificate (chopped with seal for diagnosis certificate). 

○The outpatient's case history.  

○If receipts and all bills are photocopies, please provide a checklist (or named as 

payment details) issued by the institute which retains the originals, and the checklist or 

payment details shall be chopped with the institute’s seal.  

○ For Chinese students, ID photocopy of the person who encounters an accident. If the 

person is under 18 years old, photocopy of household register shall be provided.  

For foreign passport holder, passport photo copies of the person who encounters an 

accident.   

○Photocopy of birth certificate of the person who encounters an accident.  

○Medical examination fees shall be supported with medical examination report and 

printed list.   

○Printed list of treatment fees 

○Laboratory fees shall be supported with laboratory report (copy is acceptable). 

○Radiology fees shall be supported with radiology report. 

○Photocopies of applicant’s deposit book or bank card of Agricultural Bank of China,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Postal Savings Bank of China, China 

Construction Bank, Bank of China or China Merchants Bank (for non-local bank 

accounts, please provide the photocopy of deposit book of personal clearing account of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For Chinese students under the age of 18, please provide ID photo copies of one of 

the parents and the student with photo copy of deposit book or bank card of his/her 

parents. 

For foreign passport holder under the age of 18, please provide passport photo copies 

of one of the parents and the student with photo copy of deposit book or bank card of 

his/her parents.  

 

 

 

 

 

http://dict.cn/Diagnosis%20proof
http://dict.cn/The%20outpatient%27s%20ease%20history


 

 

 

  

Hospitalization 

○ Claims application form shall be completed (filled with black ink pen), and signed by 

applicant and chopped with school seal (note: if the applicant is under the age of 18, 

guardian’s name and parents’ phone number shall be filled in the column “Applicant” 

and the item “Signature of applicant” shall be filled with the guardian’s name.) 

○Statement of the accident (either by student or school) and certificate of school 

(certifying that the student studies in the school and has social insurance or commercial 

insurance) with school seal. 

○Light-Brown sheet of hospitalization fees (printed, original)  

○Diagnosis certificate (chopped with seal for diagnosis certificate) 

○General details of hospitalization fees (printed) 

○ The first page of the hospitalization case history (chopped with seal of medical affairs 

department of hospital, and note whether date of birth is correct or not, if not, please 

make correction in a timely manner with hospital seal chopped).  

○Hospital discharge summary (chopped with seal of medical affairs department). 

○Photocopy of hospitalization log (chopped with seal of medical affairs department). 

○Relevant medical examination reports (chopped with seal of medical affairs 

department).  

○Log of the first course of disease, pathology report (original) (chopped with seal of 

medical affairs department). 

○Other relevant medical examinations.  

○ For Chinese students, ID photocopy of the person who encounters an accident. If the 

person is under 18 years old, photocopy of household register shall be provided.  

For foreign passport holder, passport photo copies of the person who encounters an 

accident.   

○Photocopy of birth certificate of the person who encounters an accident. 

○Photocopies of applicant’s deposit book or bank card of Agricultural Bank of China,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Postal Savings Bank of China, China 

Construction Bank, Bank of China or China Merchants Bank (for non-local bank 

accounts, please provide the photocopy of deposit book of personal clearing account of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 For students under the age of 18, please provide ID photocopies (for Chinese 

parents) or passport photocopies (for Foreign parents) and deposit book or bank card of 

his/her parents. 

 

 

http://dict.cn/Diagnosis%20proof
http://dict.cn/The%20outpatient%27s%20ease%20history


 

 

 

中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天津市分公司 

投保要约确认书 

营业机构：中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天津市滨海新区中心支公司 

理赔咨询电话：59820550, 95519     

 

保险期限  壹年  

保险责任范围 保险金额（年度累计）   

意外身故 60000 元 

疾病身故 50000 元 

意外伤残 10000 元 

住院费用（疾病/意外）或特定门诊诊疗 50000 元 

住院津贴（疾病/意外） 80 元/天 

普通意外门（急）诊 15000 元 

狂犬疫苗接种医疗责任 500 元 

意外造成的微创美容缝合医疗责任 800 元 

意外造成的创伤性牙齿修复医疗责任 800 元 

单次报销免赔额 100 元 

 

 

 

特别约定: 

 

1. 国寿附加学生儿童意外费用补偿医疗保险按规定可赔付的医疗费用，在保险金额范围内，

按 80%比例给付医疗保险金。 住院社保已经报销的，请提供盖章的支付审核单。  

2. 国寿学生儿童住院费用补偿医疗保险按规定可赔付的医疗费用，在保险金额范围内，按

下表规定比例给付医疗保险金。 

已参加“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的学生，社保赔付及其它途经补偿后的剩余部分 80% 

未参加“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的学生，扣除其它途经补偿及 100 元绝对免赔额后的

剩余部分 60% 

  

3. 国寿学生儿童定期寿险及国寿附加学生儿童住院费用补偿医疗保险的疾病等待期为三十

天。（按照本公司相关规定续保的，续保保险期间不受等待期的限制）  

4. 国寿附加学生儿童住院定额给付医疗保险每次住院的给付日数以九十日为限，且每个保

单年度累计给付的住院日数以一百八十日为限。 

5. 医疗费用支付按天津市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诊疗及用药规定可报销范围执行。 

6. 本次合同生效前的未愈疾病以及被保险人人的遗传性疾病、先天性畸形、变形或染色体

异常的治疗，本公司不承担相关保险责任。 

7. 被保险人自杀或故意自伤，违法违规行为造成伤害，参加高风险运动以及精神和行为障

碍的治疗，本公司不承担相关保险责任。 

8. 被保险人的牙齿美白、保健和修复，视力矫正手术或变性手术及非因意外伤害导致的整

容或矫形手术，本公司不承担相关保险责任。  

9. 被保险人在港、澳特别行政区、台湾地区或中国境外的诊疗，本公司不承担相关保险责

任。 

 



 

学生险理赔材料清单 

 

门诊 

○理赔申请书内容填全(请用黑色水笔填写)，申请人签字（注：学生不满 18岁，申请人一栏应填写监护

人的姓名,家长电话，申请人签名处填写监护人的姓名） 

○事故经过（学生或学校皆可）和学校证明（证明是该校学生并参加社保或商保即可），学校盖章 

○医疗费用收据黄棕色票（原件机打）、 药费处方、药费打印清单 

○诊断证明（须盖诊断证明章） 

○门诊病历 

○如收据及所有票据为复印件请提供原件留存单位审核单（或社保或商保理赔分割单）.须盖章 

○出险人身份证复印件，如出险人未满 18岁，须提供户口本复印件；外籍学生须提供护照复印件 

○出险人出生证明复印件 

○检查费须有检查报告单及打印清单 

○治疗费打印清单 

○化验费：要有化验单（可以复印件） 

○放射费：要有放射报告 

○申请人农行、工行、邮政储蓄、建行、中国银行、招商银行存折或卡复印件（如是外地帐户，请提供

工行个人结算帐户存折复印件） 

○未满 18岁的学生，中国籍家长请提供家长身份证复印件及家长存折或卡的复印件；外籍家长请提供护

照复印件及家长存折或卡的复印件。 

                                      

住院 

○理赔申请书内容填全(请用黑色水笔填写)，申请人签字，学校盖章 （注：学生不满 18 岁，申

请人一栏应填写监护人的姓名,家长电话，申请人签名处填写监护人的姓名） 

○事故经过（学生或学校皆可）和学校证明（证明是该校学生并参加社保或商保即可），学校盖章 

○住院费用收据黄棕色票（原件机打） 

○诊断证明（须盖诊断证明章） 

○住院费用总明细（机打）须盖章 

○住院病历首页（加盖医院医务处章，并注意出生日期是否正确，如不正确请及时更改并盖医院

章）         

○出院小结（加盖医务处章） 

○住院志复印件（加盖医务处章） 

○相关检查报告（加盖医务处章） 

○首次病程志、病理报告（原件）（加盖医务处章） 

○其它相关检查内容 

○出险人身份证复印件，如出险人未满 18岁，须提供户口本复印件；外籍学生须提供护照复印件 

○出险人出生证明复印件 

○申请人农行、工行、邮政储蓄、建行、中国银行、招商银行存折或卡复印件（如是外地帐户，

请提供工行个人结算帐户存折复印件） 

○未满 18岁的学生，中国籍家长请提供家长身份证复印件及家长存折或卡的复印件；外籍家长请

提供护照复印件及家长存折或卡的复印件。 



 

Reminder 提示： 

1. 就诊医院必须是医保联网的公立二级或二级以上医院。 

2. 医院就医挂号时中国籍学生必须填写身份证或户口本上的名字，外籍学生必须填写护照上的

名字（部分港、澳、台籍学生护照姓名为中英文，可用中文名字挂号）。请在去医院就诊前

和学校校医确认保险系统里的学生名字。 

3. 就诊时请让医生在病历本上写病历，同时开具诊断证明书并加盖医院章。 

4. 其它报销单据请参考“学生险理赔材料清单”。 

5. 住院社保已经报销的，请提供盖章的支付审核单。 

 

 



 

중국 생명 보험사 천진 지점 

보험 내용 확인서  
사무실: 중국 생명 보험사 천진 빈하이지역 중앙지점 

보험 청구 문의 전화: 59820550, 95519   

 

보험 약정 기한  일년  

보장 내용 보험 금액 (연간 누계)   

사고사 RMB60000  

병사 RMB50000 

사고로 인한 장애 RMB10000 

병원비(질병/사고) 혹은 특정 외래 진료 RMB50000 

입원비 보상 (질병/사고) RMB80/일 

일반 사고 외래/응급 진료 RMB15000 

광견병 백신 RMB500 

사고로 인한 상해의 최소 절개 성형 봉합 RMB800 

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아 보수 RMB800 

청구 건당 공제금 RMB100 

   

 

참고 사항:  

1. 진료처는 반드시 의료 보험 공단에 소속된 2 급 또는 그 이상의 공립 병원 

이어야 합니다.  

2. 병원 서류 및 의료비 영수증에 표기된 이름은 중국인 학생의 경우 신분증,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여권에 명시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홍콩/ 대만/  

마카오 국적 학생 중 여권에 영문과 중문명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 중문 

이름 사용 권장) 병원 접수 이전에 학교 양호실에서 보험 가입시 사용된 

학생 성명(성과 이름의 순서 및 대소문자)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시 의사가 진료 기록부(病历本写病历)를 작성 하도록 하고, 병원 도장이 

찍힌 진단 증명서(盖章的诊断证明书)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부가 서류는 아래의 “학생 보험 청구시 준비 서류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사회 보험에서 이미 변제된 입원비는 날인된 지불 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중국어를 원문으로 하며, 필요시 중국어 원본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특별 약정: 

 

1. 중국 생명 보험사의 추가적 학생 및 아동 사고 보상 의료 보험에서 규정에 따라 

변제 가능한 금액을 보험 금액 범위 내에서 80% 변제. 청구를 위해 사회 

보험으로부터 변제된 금액의 지불 내역서(날인 된 것) 제출이 요구됨.  

2. 중국 생명 보험사의 추가적 학생 및 아동 입원비 보상 의료 보험에서 규정에 

따라 변제 가능한 금액은 보험 금액 중에서 다음과 같은 약정된 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이 변제 됨:  

도시 거주인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된 학생 및 아동은 사회 보험과 기타 다른 

경로로 받게 된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80%를 변제 받게 됨. 

도시 거주인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학생은 기타 다른 경로로 받게 된 

보상과 공제액(100RMB)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60%를 변제 받게 됨. 

3. 중국 생명보험사의 학생 및 아동 고정 금액 생명 보험과 중국 생명 보험사의 

추가적 학생 및 아동 입원비 보상 의료 보험의 변제액 지급에는 30 일의 

대기일이 있음. (보험 갱신에 관한 본사의 규정에 따르면, 갱신기간은 대기기간이 

없음) 

4. 중국 생명 보험사의 추가적 학생 및 아동 입원비 보상 의료 보험의 입원비 

보상은 90 일을 그 한도로 하며, 각 보험 계약 연도당 누적 입원 일수는 180 일을 

한도로 함. 

5. 변제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천진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의 진단, 치료, 

처방 변제 범위의 규정에 따름.  

6. 보험의 효력 이 발생하기 이전에 회복되지 않은 병의 치료와 유전된 병의 치료, 

선천성 기형, 기형인 상태 또는 염색체 이상의 경우 본사의 보험 혜택 적용 

범위에 들지 않음. 

7. 자살, 고의적 자해, 범법 행위로 인한 부상, 또는 고위험 운동과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는 본사의 보험 혜택 적용 범위에 들지 않음.  

8. 치아의 관리 및 치료, 시력 교정을 위한 수술, 성전환 수술 및 성형수술 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지 않은 교정수술은 본사의 보험 혜택 적용 범위에 

들지 않음.  

9.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중국 밖에서의 진단 및 치료는 본사의 보험 혜택 적용 

범위에 들지 않음.  

 

 

 

 

 

 



학생 보험 청구시 준비 서류 리스트 

  

외래 진료 

○ 신청인의 사인과 함께 (검정 펜으로) 기입하여 작성된 청구 요청서 (참고: 

신청인이 18 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보호자의 성명과 부모의 연락처가 ”신청인” 

란에 기입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사인” 란은 보호자의 성명으로 표기 되어야 함) 

○ 사고 경위서(학생 또는 학교측 작성)와 학교의 직인이 찍힌 학교측 증명서(해당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재학중이며 사회 보험 또는 상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비 영수증(연노랑색으로 출력된 것, 원본), 처방전 및 출력된 약품 내역서  

○ 진단서 (진단서용 도장이 찍힌 것) 

○ 외래 진료 기록부 

○ 영수증과 모든 청구서가 복사본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행되어 원본이 포함된 

체크 리스트 (또는 지불 내역서) 제출 요망. 체크 리스트 또는 지불 내역서는 

병원의 직인이 찍힌 것이어야 함  

○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 복사본. 사고 당사자가 18 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호적 등본 제출 요망, 외국학생은 반드시 여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 사고 당사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 건강 검진비는 건강 검진 결과서와 출력된 내역서와 함께 제출 

○ 출력된 치료비 내역서 

○ 연구실 검사 의뢰비는 검사 결과와 함께 제출 (복사본 가능) 

○ 방사선 검사비는 방사선 검사 결과와 함께 제출 

○ 신청인의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우체국저축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또는 중국무역은행의  통장 또는 은행카드 복사본 (타지역 은행 계좌인 

경우, 중국 공상은행의 일시적 가계좌 통장의 복사본 제출) 

○ 18 세 미만의 중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한 명과 학생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부모의 은행 통장 또는 은행 카드를 복사하여 준비하고, 18 세 

미만의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한 명과 학생 본인의 여권 복사본과 함께 

부모의 은행 통장 또는 은행 카드를 복사하여 준비할 것. 

 

 

 

 

 

 

  



입원 

○ 신청인의 사인과 학교의 직인과 함께 (검정 펜으로) 기입하여 작성된 청구 

요청서 (참고: 신청인이 18 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보호자의 성명과 부모의 

연락처 가 ”신청인” 란에 기입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사인” 란은 보호자의 성명으로 

표기 되어야 함) 

○ 사고 경위서(학생 또는 학교측 작성)와 학교의 직인이 찍힌 학교측 증명서(해당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재학중이며 사회 보험 또는 상업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원비 영수증(연노랑색으로 출력된 것, 원본)  

○ 진단서 (진단서용 도장이 찍힌 것)  

○ 병원비 내역서 (출력된 것) 

○ 병원 입원 기록의 첫 페이지 (병원 원무과의 도장이 찍혀야 하며 생년월일이 

정확한지를 살펴, 잘못된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하고 병원 직인을 받아야 함)  

○ 퇴원 조치 요약 (원무과 직인 필요) 

○ 입원 기록 사본 (원무과 직인 필요) 

○ 관련 검사 결과 (원무과 직인 필요)  

○ 발병 첫 단계 기록, 병리 검사 결과 (원본, 원무과 직인 필요) 

○ 기타 관련 검사 내용  

○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 복사본. 사고 당사자가 18 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 호적 

등본 제출 요망,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여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 사고 당사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 신청인의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우체국저축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 

은행, 또는 중국무역은행의 통장 또는 은행카드 복사본 (타지역 은행 계좌인 경우, 

중국 공상은행의 일시적 가계좌 통장의 복사본 제출) 

○ 18 세 미만의 중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한 명과 학생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부모의 은행 통장 또는 은행 카드를 복사하여 준비, 18 세 미만의 외국인  

학생의 경우, 부모 중 한 명과 학생 본인의 여권 복사본과 함께 부모의 은행 통장 

또는 은행 카드를 복사하여 준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