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험안내는 라임 이용객 배상책임보험 의 주요 계약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본 

보험안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라임코리아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중인 단체계약의 청약사항 

및 약관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인가요?  

본 보험은 라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라임의 퍼스널모빌리티를 적법하게 대여/이용하는 회원들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담보하는 내용은? 

 

 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가 퍼스널모빌리티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아래의 손해를 담보하여 

드립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 

 ✓ 방어 비용 (법률 비용 등) 

   

 누가 담보 받나요? 

 ✓ 라임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있으며, 

라임 이용약관(만 18세 이상 및 유효한 

운전면허소지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개인교통 수단으로써 라임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한 회원 

    

 보험가입금액 

 ✓ 1사고당 75,000,000원  

(신체상해 및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음주운전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동승자 관련,  

(i) 하나의 라임 퍼스널모빌리티에 두명 

이상이 동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ii) 동물과 같이 라임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사고 

(iii) 동승자의 재물 또는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 3자의 재물에 

대한 손실 (단, 신호위반, 무단횡단 및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에 한하여 적용) 

✘ 라임 퍼스널모빌리티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손해 

✘ 벌금 및 과태료 

✘ 라임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손해  

✘ 공항 내 계류장 등 항공기 운항 지역에서 

운행 

✘ 아래의 재물 손해 : 

(i) 이용자가 소유 또는 대여하여 준 ; 

(ii) 이용자가 대여 받은  

(iii) 이용자가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 고의적 또는 악의적 행위 

✘ 코로나 19를 포함한 모든 팬더믹과 

관련한 배상책임  
 

 

보험안내 (퍼스널모빌리티 배상책임) 

 



   
 

 

  

 담보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본 보험은 대한민국 내에서 라임의 퍼스널모빌리티를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됩니다.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라임에서 보험료는 납부합니다. 이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보험의 담보 언제 시작하고 종료되나요?  

 ✓    본 보험은 라임의 어플리케이션 통해 장비 대여를 시작한 때 담보가 개시되며, 대여를  

종료한 때 보험의 담보도 종료됩니다.  

 

 

 

 

 

 



   
 

 

 

1. 보험계약자 

 

2. 피보험자 

 

 

 

 

 

 

3. 보상한도액 

 

 

 

 

4. 공제금액 

 

 

라임코리아 

 

적법한 이용계약에 따른 E-scooter 및 E-bike 이용자 

제2장 피보험자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피보험자는 

해당 국가의 이용계약에 따라 개인이동수단으로써 라임의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대여한 고객으로 한정하며, 

고객은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른 최소연령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담보 A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1사고당 75,000,000원 

담보 B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및 담보 C (의료비) 

: 미적용 

 

없음 

 

5. 보험조건 

∙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I) – 손해사고발생기준 

∙ 생산물/완성작업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담보 특별약관 

∙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보 

∙ 원자력배상책임 부담보 

∙ 보험료/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 의료비 부담보 특별약관 

∙ 서기 2000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모든 제반비용은 보상한도액 내 포함됨 

∙ 테러행위 부담보 조항 

∙ 효능불발휘 부담보 

∙ 먼지, 소음 위험 부담보 

∙ 특정 구내 또는 사업만의 담보 특별약관 

∙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 대한민국 

∙ 전자파 관련 위험 부담보 

∙ 석면 관련 위험 부담보 

∙ 실리카 관련 위험 부담보 

∙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 보험조건 



   
 

∙ 공급실패 부담보 

∙ 손해사정 협조 조항 

∙ 보험료정산 : 월별신고 

∙ 전염병/유행성 질병 부담보 

∙ 추가면책사항 

- 보통약관 면책항목 g와 관련하여, 퍼스너모빌리티는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함.  

- 허가되지 않은 사용 면책 

- 음주 및 약물 면책 

∙ 이용자가 법정허용치를 초과한 음주 또는 허가 받지 아니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교통법규 위반 면책  

∙ 신호위반, 무단횡단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련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입힌 타인의 재산상 손해는 담보되지 아니함.  

- 동승자 면책 

∙ 한대의 라임 퍼스널모빌리티를 두 명 이상 동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동물과 같이 라임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동승자의 재물 또는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금 및 과태료 부담보 

- 재정적손실 부담보 

- 라임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에 대한 손해 부담보 

- 라임 재물 청구 부담보  

- 계약자 청구 부담보 

- 오염부담보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pollution, seepage, discharge, dispersal, 
release or escape of any solid, liquid, gaseous or thermal irritant or 
contamina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moke, vapours, soot, dust, fibres, 
fungi, mould, fumes, acids, alkalis, chemicals and was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aterial to be recycled, reconditioned or reclaimed) or 
contamination of any kind 

- 공항 내 계류장 등 항공기 운항 지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부담보 

- 사이버위험 부담보 

This Policy does not cover any liability (including any cost of defending any 
action) of any nature connected in any way directly or indirectly contributed to 
or resulting from electronic data and cyber risks, or network attacks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o the loss. We will also not pay for claims in respect of any losses, damages or 
expenses that arise from the failure of communication network signals, power 
supply, network connec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 

- 특별위험 면책 

∙ 폭동, 소란, 소요, 공공질서 혼란 또는 위협  

∙ 홍수, 지진, 쓰나미, 강풍, 허리케인, 눈폭풍 등의 자연재해  

 
 



   
 

∙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변경 

- 사고 :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유발한 담보기간 중에 최초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의도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사고 

- 신체상해 : 육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단, 정신적 장해, 쇼크 또는 

고통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상업적 사용 :  라임의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를 피보험자의 운송, 사업 

또는 전문적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 상 혼란을 막기 위해, 

상업적 사용은 피보험자의 집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담보기간 : 이용자가 라임 이용규정에 따라 라임 스쿠터 또는 전기자전거 

이용을 위해 잠금장치를 푼 시점부터 사용을 종료하거나 또는 잠금장치를 

다시 잠글 때(둘 중에 먼저 도래한 때를 기준)까지 담보  

- 재정적 손실 : 아래와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금전적 손실 및 비용 

(i)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ii) 제3자의 재물손해  

- 이용계약 : 이용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 

계약 

- 허가 받지 않은 사용 : 아래사항을 의미합니다. ; 

(i)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 사용. 예를 들어 

고객 로그인 정보의 불법적 활용하여 라임 유닛을 절도하여 사용  

(ii)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상업적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