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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약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YES 20/100 \ 100,000,000★★★★★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 3,490

보험료

기본계약은 한 번 선택 후 수정이 안됨. 수정하면 모든 특약 다시 선택해야함(매우 중요)
주의사항

1) 가입금액은 1억원이 기본입니다. 첫날부터 보장받는 질병입원일당(3번특약)을 높게 설정하려면 기본계약도 높게 해야합니다.

2) 20년납 100세만기 1억원 추천설계사 팁

보장내용

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 특약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이

안되며 아래 모든 특약은 이 특약의 만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필수담보

상해로 3% 이상 ~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다치는 상해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1억원을 가입했는데 후유장해가 50% 나오면 5천만원을 보장받는 것.

01. 기본계약

9만원대 10만원대

20년납 100세만기
2억원

질병입원일당 5만원 가능

5~8만원대

20년납 100세만기
1억원

질병입원일당 3만원 가능

추천 담보

6~8만원대

20년납 100세만기
1억5천만원

질병입원일당 4만원 가능

희망보험료 설계 TIP
1) 첫날부터 보장받는 질병입원일당(3번특약)과 연동됨

2) 20년납 100세만기 1억 5천 추천

· 기본계약 1억 설정 :  \  30,000

· 기본계약 1.5억 설정 :  \  30,000 ~ 40,000

· 기본계약 2억 설정 :  \  30,000 ~ 50,000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간략한 설명
PC에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100세만기 100,000,000 3,490원

담보그룹 설명

* 필수담보 : 상해로 3%이상~80% 미만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설계TIP : 첫날부터 보장받는 질병입원일당(3번특
약)과 연동됨 1억 선택 : 질병입원일당 3만원 가능
1억 5천원 선택: 질병입원일당 3~4만원 가능
2억원 선택: 질병입원일당 3~5만원 가능

● 설계TIP : 20년100세 1억원 추천

만기선택: 20세, 30세, 80세, 100세 (한번 선택하면
아래 모든 특약이 기본계약 만기를 넘을수 없음)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현재까지 보험료 3,49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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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손의료비 무배당 질병상해실손의료비(갱신형) 선택형 YES 전기납/
1년만기

최대 보장★★★★★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 25,357

보험료

알콜중독, 마약중독, 비만치료, 임신출산유산, 정신질환, 신체자해, 폭행, 자동차사고, 선천성뇌성마비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보장내용

실손의료비 특약은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필수담보

[입원]

질병,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5천만원 이내 급여 90% 비급여 80% 해당액 보장.

병실료 : 기준병실(6인)과 실제사용병실료 차액 중 50%를 지급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 처방조제]

질병,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처리분 제외) 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 1만원, 병원 : 1만 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장

02. 실손의료비

1)  진료비 보장한도

    - 입원시 : 5천만원 한도

    - 외래 : 25만원 한도

    - 처방조제 : 5만원 한도

설계사 팁

2) 외래통원 본인 부담금

    - 의원급 1만원 공제

    - 병원급 1만 5천원 공제

    - 종합병원급 2만원 공제

    - 처방조제 8천원 공제

1. 정신 및 행동장애
F04-F0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F10-F19  정신활성 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20-F29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F39  기분(정동) 장애
F40-F48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연관된 신체형적장애
F50-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연관된 행동 증후군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
F70-F79  정신 발달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F99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

8.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해
N96  습관성 유산자
N97  여성 불임증
N98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2. 선천성 뇌질환
Q00  뇌없음증(무뇌증)및 유사기형
Q01  뇌류
Q02  소두증
Q03  선천 수두증
Q04  뇌의 기타 선천 기형

5. 비뇨기계 장애
N39  비뇨기계통의 기타 장애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6.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 ~ O99)

7. 직장 또는 항문질환중 비급여의료비
K60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싯길(누공)
K61  항문 및 직장부의 고름집(농양)
K62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3. 치과 치료 및 한방치료비 비급여 의료비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잇몸염)및 치주질환
K06  치은(잇몸)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융기)의 기타 장애
K07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무배당 질병상해실손의료비(갱신형) 선택형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전기납 1년만기 최대보장 25,357원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현재까지 보험료 28,847원 입니다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실비에서 보장하는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으로 꼭 넣어야 함필수담보

- 환경성질환입원일당 :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

- 자녀10대질병입원일당 :     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상기도염 및 급성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 십이지장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등

- 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 :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결핵, 뇌하수체기능저하, 모야모야병, 신생아호흡곤란, 베제트병,

                                        파킨스병, 크론병, 전신경화증, 만성 신장질환, 과민성 혈관염 등

희망보험료 설계 TIP

5만원대

20년납 30세만기
4만원

6만원대

20년납 30세만기
4만원

7만원대 8만원대

20년납 30세만기
4만원

9만원대 10만원대

20년납 30세만기
5만원

추천 담보

· 기본계약 1억 설정 :  \  40,000

· 기본계약 1.5억 설정 :  \  50,000

※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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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3. 질병일당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YES 20/30 \ 40,000★★★★★ \ 4,500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 NO NO NO★ NO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NO NO NO★ NO

자녀10대질병입원일당(4일이상) NO NO NO- NO

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4일이상) NO NO NO- NO

보험료
03. 질병일당

보장내용

1) 제일 중요한 질병입원일당(1일이상)특약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환경성질환입원일당도 넣어주세요

2) 미래의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여 30세만기로 선택하는 추세임

3) 나머지 특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계사 팁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40,000 4,500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선택 안함= 0원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선택 안함= 0원

자녀10대질병입원일당(4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선택 안함 = =선택 안함 = 0원

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4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선택 안함 = =선택 안함 = 0원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

★

★



희망보험료 설계 TIP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

20년납 30세만기
4만원20년납 30세만기

3~4만원

20년납 30세만기
5만원

5만원대

20년납 30세만기
3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추천 담보

※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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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4. 상해일당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YES 20/30 \ 30,000★★★★ \ 2,124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 YES 20/30 \ 10,000★ \ 545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 NO NO NO★ NO

보험료04. 상해일당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실비에서 보장하는 모든 상해에 대한 입원비 보장으로써 꼭 넣어야 함.필수담보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치료목적 입원의 경우 첫날(1일이상)부터 지급

- 응급실내원진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응급, 비응급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약은 다쳐서 입원할 때 첫날부터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를 보완하는

    좋은 특약입니다.

2) 만기를 30세로 줄이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설계사 팁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30,000 2,124원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비응급)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 545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중환자실)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

★

★



가입금액

- 5 -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5. 태아보장

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 YES 1년납/1세만기 \ 50,000★★★★ \ 2,020

신생아질병입원일당(4일이상) YES 1년납/1세만기 \ 10,000★★★★ \ 699

선천이상수술 Set YES 20/30 \ 1,100,000★★★★★ \ 399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YES 20/30 \ 10,000★★★★ \ 44

신생아장해출생진단 NO NO NO★ NO

보험료05. 태아보장

보장내용

선천이상수술, 저체중아입원비, 신생아입원비필수담보

- 저체중아입원: 출생시 2.5kg 미만으로 태어나면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3일 이상부터 지급

- 신생아질병입원: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간 보장됨

- 선천이상: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비,입원비 지급 (Q로 시작하는 질병코드)

- 신생아장해출생진단: 저체중아/장해출생/심한장해출생 3가지로 나눠 보상. 저체중아 2kg 미만인 경우 가입금액 1% 지급,

   장해대상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금액 10% 지급, 심한장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금액 100% 지급

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

신생아질병입원일당(4일이상)
- 13회차 보험료 변동 13회차 자동 삭제. 2,719원 줄어듬.

＊태아 등재 : 성별에 따라 보험료 재발생됨

1) 22주 6일 이전 산모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임. 23주부터는 이 특약을 빼고 가입하면 됨.
설계사 팁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1년납1세만기 50,000 2,020원

신생아질병입원일당(4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1년납1세만기 10,000 699원

선천이상수술 Set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100,000 399원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 30세만기 10,000 44원

신생아장해출생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선택 안함 = =선택 안함 = 0원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

★★★★

★★★★★

★★★★

★



상품군

- 교통사고(대중교통,비탑승,비운전)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 대중교통이용중 : 여객수송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개인택시, 일반택시,

   여객수송 선박

- 비탑승 : 운행중인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때,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자전거, 선박, 항공기 등을 탑승하지 않을 때

- 비운전중 : 자동차에 탑승중 운전안함, 기타교통수단 스쿠터, 자전거 등 운전하다가 사고난 경우, 엘리베이이터,

   케이블카 탑승중사고, 항공기산박탑승, 기차, 전동차 탑승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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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상해후유장해

07. 교통상해후유장해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6. 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80% 이상) YES 20/30 \ 100,000,000★★ \ 360

상해후유장해(80% 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YES 20/30 \ 100,000,000★ \ 310

상해후유장해(50% 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YES 20/30 \ 50,000,000★★★ \ 300

상해후유장해(20% 이상) YES 20/30 \ 100,000,000★★★ \ 990

보험료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7. 교통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YES 20/30 \ 100,000,000★ \ 60

교통상해후유장해(비탑승중) YES 20/30 \ 100,000,000★ \ 340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YES 20/30 \ 100,000,000★★ \ 640

보험료

-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이 일시금으로 보장

-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10년동안 10회 분할지급

-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10년동안 10회 분할지급
보장내용

설계사 팁

1) 기본계약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아이들 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만든 특약임.

2) 만기를 30세로 해도 됨

설계사 팁

1) 상해후유장해와 달리 3%부터 보장이 됩니다

2) 대중교통이용중 < 비탑승중 < 비운전중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상해후유장해(80% 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0 360원

상해후유장해(80% 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0 310원

상해후유장해(50% 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50,000,000 300원

상해후유장해(20% 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0 990원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0 60원

교통상해후유장해(비탑승중)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0 340원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0 640원

★★

★

★★★

★★★

★

★

★★



상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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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8. 질병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50% 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YES 20/30 \ 10,000,000★★★ \ 12

질병후유장해(80% 이상) YES 20/30 \ 10,000,000★★ \ 8

질병후유장해(80% 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NO NO NO★ NO

질병특정고도장해 YES 20/30 \ 30,000,000★ \ 198

보험료

08. 질병후유장해

[질병을 원인으로 후유장해시 지급함]

- 50% 이상, 연단위분할지급 : 50% 이상일 경우 10년에 걸쳐 10회 지급됨

- 80% 이상, 연단위분할지급 : 80% 이상일 경우 10년에 걸쳐 10회 지급됨

- 질병특정고도장해 : 척추기능장해, 뇌병변장해, 시각청각언어장해, 팔다리기능장해를 기준 심사

[희망보험료 설계 TIP]

5만원대

6만원대

8만원대

질병후유장해 3가지 특약  / 30세 만기

질병후유장해 3가지 특약  / 80세 만기

질병후유장해 3가지 특약  / 100세 만기

보장내용

설계사 팁

1) 질병후유장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확률이 높은 특약임.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져 암과 2대 질병진단금보다는

    후순위임.

2) 화폐가치를 고려해 만기를 30세로 설정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질병후유장해(50%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 12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 8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질병특정고도장해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30,000,000 198원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

★★

★

★



1) 한시적으로 암진단비(30세) 1억 가능

2)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1. 다발성소아암 + 암진단금(30세) + 암진단금(100세) + 소아백혈병 = 1억원 이내

    2. 암진단금(30세) ≥ 암진단금(80,100세) X 2

    3. 재진단금은 암진단금(30세, 100세) 만기를 넘을수 없음.  (재진단금 만기 ≦ 암진단금 만기)

    4. 암관련 6가지 특약 합산 금액 = 1억 5천 만원 이내

1. 암진단금 30세 선택 후 재진단금 80세, 100세 선택 안됨

2. 암진단금 80세 선택 후 재진단금 100세 선택 안됨

3. 암진단 30세, 암진단 100세 중복 가입가능 = 6천만원까지

- 다발성소아암: 어린이에게 발병될수 있는 고액암입니다. 뇌, 수막, 척수, 뇌신경, 중추신경계, 림프종, 림프성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등을 보장합니다.

-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10% 지급 (각각 최초 1회한) 

- 재진단암: 암발병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암진단 받으면 지급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4. 계약일 이후 발생한 암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 특정암: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기관지 및 폐, 골수증식질환, 식도,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췌장이자, 기관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 소아백혈병: 림프성, 골수성,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의 세포형의 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금액을 1회 지급합니다.

가장 보험료가 비싸면서 가장 선호하는 특약입니다. 반드시 선택하셔야 하며 금액과 만기조절을 잘 하셔야

원하시는 보험료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필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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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9. 암진단금

다발성소아암진단 NO NO NO★★ NO

암진단(80세, 100세) NO NO NO★★★★★ NO

암진단(30세) YES 20/30 \ 100,000,000★★★★★ \ 3,650

재진단암 YES 20/30 \ 30,000,000★★★★★ \ 1,035

특정암진단 YES 20/30 \ 20,000,000★★ \ 440

소아백혈병진단 20/30 20/30 NO★★ NO

보험료09. 암진단금

보장내용

주의사항

설계사 팁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다발성소아암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암진단(80세, 100세)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암진단(30세)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0 3,650원

재진단암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30,000,000 1,035원

특정암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00 440원

소아백혈병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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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 이상

희망보험료 설계 TIP

다발성 소아암   30세   4천

암진단(80/100세)   80세   5천

재진단금   80세   3천

특정암   80세   3천

암진단(80/100세)   80세   3천

암진단(30세)   30세  7천

재진단금   80세   3천

특정암   80세  2천
암진단(80/100세)   80세   2천

암진단(30세)   30세   8천

재진단금   30세   3천

특정암   30세   2천암진단(30세)   30세   1억

재진단금   30세   3천

특정암   30세   2천

암진단(80/100세)   80세   3천

암진단(30세)   30세   7천

재진단금   80세   3천

특정암   30세   2천

암진단(80/100세)   80세   1천

암진단(30세)   30세   9천

재진단금   80세   3천

특정암   30세   2천

6만원대

\ 5,125 \ 14,933 \ 41,704\ 36,886\ 27,078 \ 53,076



- 암직접치료입원일당은 암치료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4일째부터 10만원씩 보장됨

- 암수술 특약은 반복적으로 300만원씩 보장되기 때문에 재수술에 좋음

- 방사선치료비는 1회 나오지만 암치료 특약으로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음

- 뇌졸중: 뇌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흔히 중풍이라고 알고 있는 것.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보장 

- 뇌혈관질환: 뇌졸중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보장. 뇌혈관질환 10가지 코드와 신생아 뇌출혈 2가지 코드 보장

- 급성심근경색: 심장혈관의 수축으로 인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병

- 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이차성 심근경색증, 기타급성허혈성심장질환, 만성허혈성심장병 등

실비, 암, 입원일당 그 다음으로 중요한 특약임. 반드시 4가지 모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필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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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암치료

11. 2대질병진단금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1. 2대질병진단금

뇌졸중진단 YES 20/30 \ 20,000,000★★★★ \ 154

뇌혈관질환진단 YES 20/30 \ 10,000,000★★★★ \ 87

급성심근경색증진단 NO NO NO★ NO

허혈성심장질환진단 NO NO NO★★★ NO

보험료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0. 암치료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YES 20/30 \ 100,000★★★ \ 209

암수술 YES 20/30 \ 3,000,000★★★★ \ 93

항암방사선약물치료 YES 20/30 \ 1,000,000★★★ \ 32

보험료

보장내용

보장내용

1)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하는 뇌졸중, 뇌혈관 담보는 30세 만기로 필수

2)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니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만기 조절 필수.

3) 암진단금을 비싸게 선택했다면 이미 보험료가 높아졌으니 여기서 보험료를 줄여야 함.

    어쩔 수 없이 만기를 조절해야 보험료 줄어듬.

설계사 팁

상품군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뇌졸중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00 154원

뇌혈관질환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 87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허혈성심장질환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 209원

암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3,000,000 93원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 32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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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자조사 자료

허혈성심장질환 환자수 : 12,069명



- 3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 4대장애: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체장애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 어린이 가와사키병, 류마티스열을 말함.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그리고 심장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 양성뇌종양: 뇌에 발생되는 세포덩어리,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혹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신경과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의 진단필요

-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 중증 세균성 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감염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제6차 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되는 질환

-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 인슐린당뇨병이라 함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됨으로써 대사에 장애가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는 질병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3개월이상 받고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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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질병진단금1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2. 질병진단금1

3대장애진단 NO NO NO★ NO

4대장애진단 YES 20/30 \ 10,000,000★★ \ 240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 YES 20/20 \ 8,000,000★ \ 113

양성뇌종양진단 YES 20/30 \ 3,000,000★★★ \ 20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 YES 20/30 \ 10,000,000★★ \ 64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 YES 20/30 \ 20,000,000★★ \ 236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 YES 20/30 \ 10,000,000★★ \ 6

보험료

보장내용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3대장애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선택 안함 = 0원

4대장애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 240원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20세만기 8,000,000 113원

양성뇌종양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3,000,000 20원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 64원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00 236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 6원

★

★★

★

★★★

★★

★★

★★



1) 정신적 장애진단은 현대해상만 있는 좋은 담보입니다.

2) 성조숙증은 선택 사항인데 조발사춘기 보장으로서 비추천 특약임

- 특정전염병진단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광견병, 말리리아 등 25개군의 질병

- 정신적장애진단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된 경우

- 뇌병변장애진단 :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기질적 병변으로 장해를 입는 경우 1급~6급에 따라

   보장합니다. 1급~3급 500만원, 1~6급 500만원 중복 보장(동시가입)

- 성조숙증진단 : 조발사춘기 E30.1 입니다. 피보험자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부터 보장

질병으로 신체부위 이식수술 받는 수술로써 수혜자일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음

- 장기이식수술 :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해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혈액질환,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치료목적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경우 보장합니다. 동종,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 각막이식수술 : 상해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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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질병진단금2

14. 이식수술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3. 질병진단금2

특정전염병진단 NO NO NO★ NO

정신적장애진단 YES 20/30 \ 10,000,000★★ \ 654

뇌병변장애진단 Set YES 20/30 \ 5,000,000★★★ \ 357

성조숙증진단 NO NO NO- NO

보험료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4. 이식수술

장기이식수술 YES 20/30 \ 50,000,000★★★ \ 120

조혈모세포이식수술 YES 20/30 \ 20,000,000★★★ \ 94

각막이식수술 YES 20/30 \ 20,000,000★★★ \ 9

보험료

보장내용

설계사 팁

보장내용

설계사 팁

1) 이식수술 시 기증자 치료비를 위해 꼭 넣어야 함.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특정전염병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정신적장애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 654원

뇌병변장애진단 Set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5,000,000 357원

성조숙증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장기이식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50,000,000 120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00 94원

각막이식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00 9원

★

★★

★★★

★★★

★★★

★★★



- 어린이개흉심장수술 :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개흉술을 한 경우

-소아탈장 수술 : 탈장(사타구니, 대퇴, 배꼽, 복벽, 기탁복벽, 상세불명복벽)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경우

- 모야모야병개두수술 :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

- 어린이심장시술: 동맥관개존폐술, 심방중격결손폐쇄술, 풍선판막성형술, 풍선혈관성형술, 풍선심방중격조성술,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삽입술, 코일색전술,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등으로 수술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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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어린이 수술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5. 어린이 수술

어린이개흉심장수술 YES 20/30 \ 2,000,000★★★ \ 118

소아탈장수술 YES 20/30 \ 200,000★★★ \ 38

모야모야병개두수술 YES 20/30 \ 10,000,000★★★ \ 25

어린이심장시술 YES 20/30 \ 1,000,000★★★ \ 26

보험료

보장내용

1) 모두 30세만기로써 어린이특약임. 저렴한 비용이므로 최고 보장으로 선택.
설계사 팁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어린이개흉심장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0 118원

소아탈장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 38원

모야모야병개두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0 25원

어린이심장시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0 26원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

★★★

★★★

★★★



1) 특정5대질병수술, 희귀난치성질환수술 비추천

- 질병수술담보 : 질병 치료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1회당 가입금액을 지급
 
- 호흡기관련질병 : 급성 상기도감염, 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렴, 재향군인병 등 으로 수술 받은 경우

- 시청각질환수술 : 눈꺼풀, 눈물기관 및 안와의 장애,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 녹내장, 내이의 질환, 귀의
   기타장애 등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 받은 경우

- 자녀10대질병수술 : 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상기도염 및 급성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 십이지장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등

- 충수염수술 : 충수염(맹장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 특정5대질병수술 : 대질병이라 함은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만성질환, 만성부비동염을 말한다.
   4대질병 300% 보장, 치핵 100% 보장

- 희귀난치성질환수술 : 희귀난치성 질환은 수백가지 질병이 포함되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결핵, 뇌하수체기능저하, 모야모야병,
   신생아호흡곤란, 베제트병, 파킨스병, 크론병, 전신경화증, 만성 신장질환, 과민성 혈관염 등

질병수술담보 : 실비에서 보장하는 모든 질병이 반복적으로 보장됨 (의무담보)필수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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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질병수술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6. 질병수술

질병수술담보 YES 20/30 \ 100,000★★★★ \ 239의 무

호흡기관련질병수술 YES 20/30 \ 200,000★★★ \ 5

시청각질환수술 YES 20/30 \ 100,000★★★ \ 23

자녀10대질병수술 YES 20/30 \ 500,000★★★★ \ 235

충수염수술 YES 20/30 \ 200,000★★★ \ 70

특정5대질병수술 NO NO NO★ NO

희귀난치성질환수술 NO NO NO- NO

보험료

보장내용

설계사 팁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질병수술담보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 239원

호흡기관련질병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 5원

시청각질환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100,000 23원

자녀10대질병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500,000 235원

충수염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 70원

특정5대질병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희귀난치성질환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의 무★★★★

★★★

★★★

★★★★

★★★

★



- 깁스치료 : 깁스(Cast)라 함은 석고붕대로 관절부위 둘레를 모두 착용시킴을 말하는 것. 상해, 질병보장

- 골절진단 : 상해로 골절, 파절시 진단서를 첨부하면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단, 치아파절은 제외)

- 화상진단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중증화상/부식진단 : 신체부위별로 표면적 챠트(9의법칙)에 의거 신체 표면적 20% 이상 3도 화상 또는 화학약품으로

   부식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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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해진단수술

보장내용

1) 상해관련 특약은 어렸을 때 주로 상해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30세까지 선택해도 무방함.
설계사 팁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7. 상해진단수술

깁스치료 NO NO NO★ NO

골절진단 YES 20/30 \ 300,000★★★★ \ 939

골절수술 YES 20/30 \ 500,000★★★★ \ 342

화상진단 YES 20/30 \ 200,000★★★ \ 106

화상수술 YES 20/30 \ 300,000★★★ \ 15

중증화상/부식진단 YES 20/30 \ 20,000,000★★★ \ 62

보험료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깁스치료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골절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300,000 939원

골절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500,000 342원

화상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 106원

화상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300,000 15원

중증화상/부식진단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20,000,000 62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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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8. 상해수술

상해수술 YES 20/30 \ 500,000★★★★ \ 1,480

중대한특정상해수술 YES 20/30 \ 7,000,000★★ \ 336

뇌·내장손상수술 NO NO NO★ NO

상해흉터성형수술 YES 20/30 \ 70,000★★ \ 91

추간판장애수술 NO NO NO★ NO

보험료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19. 배상책임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YES 10/13 \ 500,000★★★ \ 5

의료사고법률비용 YES 20/100 \ 2,000,000★★ \ 2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YES 전기납
3년만기

\ 100,000,000★★★★ \ 537

보험료

18. 상해수술

19. 배상책임

보장내용

보장내용

설계사 팁

- 상해수술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장

- 중대한특정상해수술 :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지급

- 뇌·내장손상수술 : 상해사고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은 경우 180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상해수술비 안넣으면 설정 못함)

- 상해흉터성형수술 :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3cm이상에 한함)보장

- 추간판장애수술 :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장. 경추간판장애 M50 , 기타 추간판장애 M51 대상이

   되는 질병. 피보험자 8세이후 부터 보장

1) 상해수술비 50만원 만기는 30세 추천

2) 상해수술비 추천, 추간판장애수술 비추천, 다른 특약들은 중요하지는 않음

-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사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보장금액을 지급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의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해야할 경우에 보장(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가족)은 100세 만기 필수필수담보

상해수술 연동

상품군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자동차사고(스쿨존내교통사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10년납13세만기 500,000 5원

의료사고법률비용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100세만기 2,000,000 2원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전기납 3년만기 100,000,000 537원

★★★★

★★

★★★★

상품군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상해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500,000 1,480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7,000,000 336원

뇌·내장손상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상해흉터성형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20년납30세만기 70,000 91원

추간판장애수술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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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유치보존치료SET & 치아치료(유치,영구치)

   피보험자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영구치보존(아말감,글래스아이오노머 : 1만원)

영구치보존(복합레진 : 5만원)

영구치보존(인레이,온레이 : 10만원) 

영구치보존(크라운 : 10만원) - 연간 3개한도

영구치 틀니 100만원 - 연간 1회

영구치 브릿지 50만원 - 연간 3개한도

영구치 임플란트 50만원 - 연간 3개한도

[영구치][유치] 

유치보존(아말감,글래스아이오노머 : 5천원)

유치보존(복합레진 : 2만5천원)

유치보존(인레이,온레이 : 5만원) 

유치보존(크라운 : 5만원) - 연간 3개한도

- 시력교정: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 2디옵터 이상의 원시굴절 진단시 1회 보장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 6세 계약 해당일부터

   보장되며 이때부터 보험료를 납입. 

- 시력치료: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 4.25디옵터 이상의 고도원시굴절 진단을 받았을 경우, -6.25 디옵터 고도근시 진단을

   받았을 경우 1회 보장. 피보험자의 나이 6세 계약 해당일부터 보장되며 이때부터 보험료를 납입.

- 부정교합치료: Angle씨 부정교합 분류표에 의한 Ⅱ급 또는 Ⅲ급으로 판정받고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1회 보장

   (Ⅱ급: 윗니어금니가 앞으로 튀어나옴, Ⅲ급: 아랫니어금니가 앞으로 튀어나옴) 단순치열교정은 제외. 피보험자의 나이 6세 계약

   해당일부터 보장되며 이때부터 보험료를 납입.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20. 치아 & 시력

유치보존치료 Set NO NO NO★★★ NO

치아치료(유치, 영구치) NO NO NO★★★★ NO

시력교정 NO NO NO★★ NO

시력치료 NO NO NO★★ NO

부정교합치료 NO NO NO★★ NO

보험료

20. 치아 & 시력

설계사 팁

1) 치아보험은 1~3만원 추가되므로 신중해야함 (따로 가입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

2) 시력교정, 시력치료, 부정교합은 보장받기 어려워 비추천

담보조절
납기/만기, 가입금액을 조절하세요

유치보존치료 Set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치아치료(유치, 영구치)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시력교정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시력치료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선택 안함 = = 선택 안함 = 0원

부정교합치료

납기/만기 가입금액 보험료

=선택 안함 = =선택 안함 = 0원

이전으로 다음으로 (저장)

★★★

★★★★

★★

★★

★★



상품군 중요도 담보명 선택 납/만 가입금액

기  타

교통상해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80%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NO NO NO★

교통상해후유장해(비탑승중, 80%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NO NO NO★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80%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NO NO NO★

교통상해후유장해(비운전중, 50%이상, 연단위분할지급형) NO NO NO★★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 NO NO NO★

말기신부전증진단 NO NO NO★

16대질병수술 NO NO NO★★

심한상해수술 NO NO NO★

5대골절진단 NO NO NO★

5대골절수술 NO NO NO★

피부질환입원일당(4일이상) NO NO NO★

VDT증후군입원일당(1일이상) NO NO NO-

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 NO NO NO★★

정신및행동장애입원(4일이상) NO NO NO-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NO NO NO-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중) NO NO NO★

미성년성폭력범죄피해 NO NO NO★

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 NO NO NO★

유괴, 납치, 불법감금피해 NO NO NO★

폭력피해(사망제외)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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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