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약관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 여행자 지킴이 보험을 이용하시는 분께

AIG의 여행보험을 이용하여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이 보험청약의 내용, 보험청구의 절차등에 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또는 리점에 문의하여 주

십시오. 

아무쪼록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o all AIG Offices and Claim Agents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Insured with u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stated, against such benefits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s.
If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 is involved in an accident or any other occurrence which gives rise
to a claim hereunder and is in a position to prove it conclusively, please settle and pay such claim
on our behalf.
kindly assist the holder in every possible way.

AIG Korea Inc.

신용정보제공∙활용에 한 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

회사 등에 한 정보의 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

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

(서비스) 소개 등 업목적 사용에 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는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등에 한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1544-2792 또는 (02) 2260-6939

▶ 홈페이지 :  http://www.aig.com

※ 단,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신청과관련하여불편함을느끼거나애로가있으신경우당사의개인신용정보관리보

호인또는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정보보호담당자앞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NAME) 성 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여권번호(PASSPORT NO.)

혈액형(BLOO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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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02) 2260-685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16층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빌딩)  AIG손해보험주식회사준법감시부

▶ 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 담당자 : (02) 3702-867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6층(수송동) 법무회계팀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 담당자 : (02) 3145-7114 /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 로

38(여의도동) 신용정보업팀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에 따라 아

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

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통보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열람및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

정 요청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

가정보, 한국개인신용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트래블가드 한국어 24시간 긴급지원 서비스……… 4

2. 보안관련긴급지원서비스 / 보험금청구절차 …… 5 

3. AIG해외보상망 ……………………………………… 7

4. 의사에게 서류 청구시 필요한 외국어…………… 12

5. 외상 및 질병에 관한 용어………………………… 13

6 세계각국의 시차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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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할때 언제든지 아래 트래블가드의 긴급지원서비스에 연락주시면 24시간

연중무휴 한국어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1. Direct 수신자 부담 전화(Toll Free)

북 미 : 1-877-708-6991

2. 교환수를 통한 수신자 부담전화(Collect Call)

위 1.의 Direct 전화가 불가능한 지역은 해당국의 교환수를 불러 아래의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 번호를 착신번호

(Collect Call)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82-2-3140-1788

트래블가드 서비스내용트래블가드 한국어 24시간 긴급지원 서비스

중국(상해이북)

중국(상해이남)

타이완

태국

프랑스

필리핀

호주

홍콩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0800-442806

0800-181-8718

0800-83-7251

800-821-3013

0800-89-5874

800-876976

001-803-822-0074

00531-82-2018

10800-821-0113

10800-382-0113

00801-22-2235

001-800-822-1012

0800-91-0031

1-800-1821-0247

1-800-143-266

800-96-2303

1. 여행 전 정보제공 안내 서비스
(Pre-Trip Assistance Service) 

여행지 입국 서류, 환율, 기상정보, 비자요건, 예방접종 정
보 등의 여행 정보 제공

2. 해외 의료지원 안내서비스
(Medical Assistance Service)

* 해외에서 의료조언이 필요할 경우 한국어로 전문의 의료
상담

* 해외 현지 인근 지역의 의사, 병원을 안내하고 필요 시
예약 지원

* 해외 현지에서 병원 입원시 수속 지원

3. 여권 및 휴 품 도난 시 안내서비스
(Lost Passport & Luggage Service)

해외여행 중 도난∙분실하거나 수송편 사정에 의해 지연
도착되는 수화물 회수 절차 안내, 휴 품 도난 시 신고절차
및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4. 법률 지원 안내 서비스(Legal Referral)

구금, 체포 등으로 인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 전문가(변호사) 소개, 보석금 지금 행 등

5. 긴급 여행지원 안내 서비스
(Emergency Travel Service Assistance)

현지 사관 안내, 긴급상황 발생 시 국내가족에 메시지
전달,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알선

6. 긴급 의료 후송 / 유해송환 안내 서비
스 (Repatriation of Remains and
Emergency Evacuation Service)

* 해외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치료 가능
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이송 서비스 지원

* 심각한 의료상황으로 해외 현지 입원 치료 이후 장기치료
가 필요한 회원의 본국 후송 서비스 지원

* 사망사고 발생 시 유해송환 서비스 지원

AIG의 여행보험 가입자라면 서비스가능범위내에서 어느 분이라도 긴급 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금 청구 안내서비스
(Claim Assistance Service)

해외 현지에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절차, 
보상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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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련 긴급지원 서비스

▶ 온라인 보안정보 및 조언 : 보안관련 예방조치 사항 및 실시간 국가별 상황 온라인 제공

▶ 맞춤 보안 보고서 제공 : 고객이 선택한 여행지를 중심으로 해외 여행 중 정치, 여행 및 문화에 해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할 사항 등 고객의 안전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안 위험 분석 리포트

- 주거지 내에서의 안전: 본인, 가족의 보안 문제와 관련 사전 또는 사후 처리 문제에 한 정보 제공

- 주거지 밖에서의 안전: 세계 어느 지역에 하여 정치적, 문화적, 여행 관련 정보 요청 시 즉시 정보 제공

- 24/7 상담 서비스: 보안 관련 상담 직원이 24/7 고객 상담 서비스

▶ 위급상황 발생시 응 및 구조 (지킴이보험 가입자만 해당됨)

고객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위급상황 (테러, 납치, 기후관련사고등) 발생시 응 및 구조. 

단, 납치 상황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협상에 주력.

�해외 로밍폰인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라도 본인 로밍 전화요금이 발생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1. 청구안내

▶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후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납부하신 경우에는 수증을 포함하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손해사정부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아래 주소로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우편송부 후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AIG 손해사정부

(우편번호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 로9길 42, 8층(서소문동, 부 빌딩) 

Tel : 1644-9002 

보안관련 긴급지원 서비스 / 보험금 청구절차

☞ 2012년 8월 1일 이후 계약하신 상품의 경우, 기존에 미국을 여행하시는 고객분들께 제공되어 있던 보험금청구 간소화 서비스(미국 의료보험 네트워크이용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보험청구서 양식은 www.travelguard.co.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이용방법

website 접속 → 화면 우측상단의‘sign in’클릭 → 회원로그인(login) 하단의‘여기에 등록

(Register Here)’클릭 → 개인정보 입력 →화면 하단의 정책번호(Policy Number)란에

‘5566732’입력후 제출(Submit)버튼 → 부여 받은 임시비번을 고객이 사용 원하는 비번으로 변경

처리 → 로그인후 사용

- 국가별/지역별 보안정보 및 여행자정보 이용 안내－

■ 전화번호(Toll free) : 1-800-388-1023

■ 웹사이트(Website) : http://www.chartisinsurance.com/travelguardassistance



2. 보험금청구구비서류 3. 해외입원의료비지불보증(Guarantee of Payment) 서비스이용안내

▶ 약관에 정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보

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단,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등의 심장관련

질환, 간경화, 뇌졸중, 뇌경색 등의 뇌관련 질환, 만성간염, 골다공증 및 뼈 관련질환, 신부전증(신

증후군),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 치매 및 신경정신과 질환, 에이즈, 의료비를 비례 보상하는 타

보험을 가입한 경우, 질병치료 면책금액,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지불보증 서비스 이용절차

- 트래블가드 긴급지원 서비스 센터 (+82-2-3140-1788) 로 전화하셔서 의료비 지불보증 신청 및 의료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제한국가

- 일본, 호주, 개발도상국, 일부 후진국

- 중국의 경우에도 계약되지 않은 병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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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수증 현지 구비

카드사용액
(상해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감안서,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위임장(필요에 따라) 현지 구비

휴 품손해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 경찰확인서 원본 등),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 품
의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항공사사고접수서 지급내역서 또는 보상
불가 확인서

현지 구비

배상책임
인

물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수증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현지 구비

현지 구비

사고의 종류

공 통

상해
(질병)

사망

치료비

해외교통
사고시

필요한 서류

보험증권사본, 보험금청구서, 여권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화장시 화장증명서, 사관 확인서, 사망전 발생된 치료비 수증, 진료기
록부,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위임장(필요에 따라)

의사소견서(진단서), 인근주민확인서(필요한 경우), 치료비 및 약 수증 원본(카드 수증 불가)

경찰신고확인서, 자동차보험회사 인처리 또는 자손처리 지불내역서, 변호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이름
과 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서류,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불능시 면책사유서 및 치료
비 수증 원본(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전액보상시 실손보상원칙에 의거 보상불가하나 지급된 금액부족
으로 차액발생시 차액분만 보상가능)

비 고

현지 구비

현지 구비

현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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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LA MERIDIONAL COMPANIA

ARGENTINA DE SEGUROS

S.A.

Tte. Gral. Juan Domingo

Peron 646 - Piso 4。, 1038 -

C.A.B.A. - Argentina

ARUBA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L.G. Smith Blvd. 160 Sun

Plaza Building, Suite 202

Oranjestad, ARUBA 

AUSTRALIA

AIG

Level 19, Citigroup Centre, 2

Park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AZERBAIJAN

AIG Azerbaijan Insurance

96, Nizami street, The

Landmark Building Baku,

AZ1010, Azerbaijan

BELGIUM

AIG Europe SA

Pleinlaan 11, Boulevard de la

Plaine B-1050 Brussels -

Belgium

BRAZIL

AIG Seguros Brasil S.A.

Rua Gomes de Carvalho,

1.306 - 12。andar - Vila Oli‐

mpia Sao Paulo - SP - Brasil

BULGARIA

AIG Europe S.A. (Bulgaria

Branch)

4 Iskar Street, 1000 Sofia,

Bulgaria

CHILE

AIG Chile Compania de

Seguros Generales S.A.

Agustinas 640. Piso 8.

Santiago, Chile.

CHINA

AIG Insurance Company

China Limited

5th Floor Chamtim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1589 Century Avenue,

Pudong New Area  Shanghai,

P.R. China, 200122

COLOMBIA

AIG SEGUROS COLOMBIA

S.A.

CALLE 78 No. 9-57 PBX

(571) 313 87 00 BOGOTA 

CYPRUS 

AIG Cyprus Ltd

26 Esperidon Street 2001,

Strovolos P. O. Box 21745,

CY-1512 Nicosia, CYPRUS 

CZECH REPUBLIC

AIG EUROPE S.A., branch for

Czech Republic

V Celnici 1031/4 110 00

Praha 1 Czech Republic 

DENMARK

AIG

Kalvebod Brygge 45, 5, 560

Copenhagen V, Denmark

ECUADOR

AIG Metropolitana S.A.

Av. Brasil 293 y Antonio

Granda Centeno Edificio IACA

5to. Piso Quito-Ecuador

EGYPT

AIG Egypt Insurance

Company

Head Office, Nile City , North

Tower , 26th Floor 2005 C

Corniche El Nil, Cairo, Egypt

AIG 해외보상망

클레임오피스 연락을 원하는 경우에는 트래블가드 24시간 긴급지원서비스 센터 국가별 수신

자 부담전화 또는 교환수를 통한 수신자 부담전화(82-2-3140-17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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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SALVADOR

AIG SEGUROS, EL

SALVADOR, S.A. 

Calle loma Linda # 265 San

Benito, San Salvador, El

Salvador

ESTONIA

Seesam International

Insurance Company Ltd

Claims Department

Tammsaare tee 118d, 12918

Tallinn, ESTONIA

FINLAND

AIG Europe S.A.

Kasarmikatu 44 FI-00130

Helsinki, Finland

FRANCE

AIG Europe S.A. Tour AIG

92079 Paris La Defense 2

Cedex France

GERMANY

AIG Europe S.A.

Direktion fur Deutschland,

Speicherstra�e 55, D-60327

Frankfurt, Germany

GREECE

AIG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 of Pittsburgh) 

119, Kifissias Ave, Maroussi

15124 Greece

GUAM

Guam Insurance Adjusters,

Inc.

Physical Address: 173

Aspinall Avenue, Ada Plaza

Center, Hagatna, Guam

96910Mailing Address: P.O.

Box 822, Hagatna, Guam

96932

GUATEMALA

AIG SEGUROS

GUATEMALA, S.A.

7a Avenida 12-23 Zona 9,

Edificio Etisa 3er. Nivel,

Guatemala, Ciudad.

HOLLAND

AIG Europe S.A., Netherlands

K.P. van der Mandelelaan 50,

3062 MB Rotterdam , The

Netherlands

HONDURAS

American Home Assurance

Blvd. Morazan, Edificio Los

Castanos, 4to Piso,

Tegucigalpa, Honduras

HUNGARY

AIG Europe S.A. 

Branch Office in Hungary

East-West Business Center

Rakoczi ut 1-3 1088,

Budapest, Hungary

INDIA

Tata AIG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A-501, 5th Floor, Building

No.4, Infinity Park, Gen. A.K.

Vaidya Marg, Dindoshi, Malad

(East) Mumbai 400 097 India

INDONESIA

PT AIG Insurance Indonesia

Indonesia Stock Exchange

Building Tower 2, floor 3& 3A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IRELAND

AIG Insurance Ireland Limited

AIG House, Merrion Road,

Dublin, 4 Ireland

ISRAEL

AIG Israel Insurance Co. Ltd

25 Hasivim Street, Kiryat

Matalon Petach Tikva Israel 

ITALY

AIG

Via della Chiusa, 2 - 20123

Milano, Italia

JAMAICA

American Home Assurance

(Jamaica)

The Towers, 5th Floor 25

Dominica Drive, Kingston 5.

Jamaica

JAPAN

AIU Insurance Company

Overseas Travel Insurance

Claims Dept Add. : Tokyo

East21 Business Center 4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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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oyo, Koto-ku, Tokyo,

Japan 135-0016 

KAZAKHSTAN

AIG Kazakhstan

Almaty, Kazakhstan, Alfarabi

5, Business Center Nurli Tau

Block 2A, office 202.

KENYA

AIG

AIG House, Eden Square

Complex Chiromo Road P O

Box 49460-00100, Nairobi

Kenya 

LEBANON

AIG Lebanon

Beirut Central District

(DownTown) Uruguay Street /

off Fosch Street Behind the

Mosque of Al-Khalifa

AbuBaker Siddiq Mcattaf

building - 3rd floor P.O.Box:

13-5459 Beirut - Lebanon

LITHUANIA

JSIC Seesam Lietuva 

Verkiu 23, LT-08246 Vilnius ,

Lithuania 

LUXEMBOURG

AIG Europe

10B, rue des Merovingiens L-

8070 Bertrange

MALAYSIA

AIG Malaysia Insurance

Berhad

Level 2, AIG House, No. 99,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MALTA

American Home Assurance

Co. (member company of AIG

Inc.)

98/2, Melita Street Valletta

VLT1120 Malta 

MEXICO

AIG

Insurgentes Sur 1136 Piso 4

Col. Del Valle C.P.03219

Mexico

NEW ZEALAND

AIG

16th Floor, ANZ Centre 23

Albert Street PO Box 1745

Shortland Street Auckland

New Zealand

NORWAY

AIG

P.O box 1588 Vika 0118 Oslo

Norway

OMAN

AIG MEMSA Insurance

Company Limited 

(Oman Branch) Qurum Plaza

(GBM Building) PO Box 1416,

PC 114 Jibroo, Muscat,

Sultanate of Oman

PAKISTAN

New Hampshire Insurance

Company, Pakistan Branch

7th Floor, Dawood Centre,

M.T. Khan Road, Karachi-

75530, Pakistan 

PANAMA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PA

Edificio  Torre De las

Americas Torre  A,  Mezanine.

Punta  Pacifica San Francisco

Panama Republica de

Panama

PAPUA NEW GUINEA

AIG

Level 1, Deloitte Tower,

Douglas Street, PO Box 99,

Port Moresby, NCD 

PHILIPPINES

AIG Philippines Insurance,

Inc.

47th Floor, PBCom Tower,

6795 Ayala Avenue cor. V. A.

Rufin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1226, Philippines

POLAND

AIG Europe Spolka Akcyjna

Oddzial w Polsce

ul. Marszal kowska 111, 00-

102 Warszawa, Poland

PORTUGAL

AIG Europe Sa

Av. da Liberdade, 13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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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140 Lisboa Portugal

PUERTO RICO

AIG Insurance - Puerto Rico

Ave. Munoz Rivera #250, 4th

Floor, Hato Rey, Puerto Rico

00918

ROMANIA

AIG Romania SA

10th Montreal Square World

Trade Center - 1st Floor,

Entrance D District 1, 011469

Bucharest Romania

RUSSIA

CJSC AIG 

16/2 Tverskaya Street,

Moscow, 125009, Russia

SAUDI ARABIA

Arabian American Insurance

Co.

New Akaria, Tower 1, 8th

Floor | Office 8103 P.O.Box

7071, Riyadh 11462, Saudi

Arabia

SINGAPORE

AIG

AIG Building 78 Shenton Way

#08-16 depending on your

floor Singapore 079120

SLOVAKIA

AIG Europe S.A. (slovenska

pobocka poistovne z ineho

clenskeho statu) 

AC Diplomat Palisady 29 811

06 Bratislava, Slovakia 

SOUTH AFRICA

AIG South Africa Limited

10 Queens Road, Parktown,

2193 P.O. Box 31983,

Braamfontein, 2017, South

Africa

SPAIN

AIG Europe, S.A.

Paseo de la Castellana, 

216 - 4ª planta, 28046

Madrid, Spain

SRI LANKA

AIG Insurance Limited

Level 17, BOC Merchant

Tower, 28 St Michael’s Road,

Colombo 03 Sri Lanka

SWEDEN

AIG Europe SA

Box 3506 S-103 69 Stockholm

Sweden 

SWITZERLAND

AIG

Gutenbergerstr. 1 - Postfach

8027 Zurich Switzerland    

TAIWAN

AIG Taiwan Insurance Co.,

Ltd.

25 Fr, No. 9, songgao Road,

Xinyi District, Taipei City

11073, Tawian

THAILAND

New Hampshire Insurance

Company

21-23 rd Floor, Siam Tower,

989 Rama 1 Road,

Patumwan, Bangkok,

Thailand 10330

TRINIDAD

American Life & General

Insurance Co. (Trinidad)

Limited

91-93 St. Vincent Street, Port

of Spain, TRINIDAD

TURKEY

AIG Sigorta A.S.

Dikilitas Mah. Emirhan Cad.

No:109 Atakule  K:13 34349

Besiktas - Istanbul, Turkey

UAE

AIG MEMSA Insurance

Company Limited

The Gate, 11th Floor West

Wing,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PO Box

117719  Dubai  U.A.E.

UGANDA

AIG Uganda Insurance

Company Ltd

Plot 60 Bombo Road P.O Box

7077 Kampala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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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AIG

Croydon: AIG

Building(Regional office) 2-8

Altyre Road Croydon CR9

2LG, Surrey, EnglandTravel

Guard DTI House: Unit 21,

Cecil Pashley Way Shoreham

Airport Shoreham-by-Sea

West Sussex, BN43 5FF

UKRAINE

AIG UKRAINE 

ILLINSKA STR., 8, 2

ENTRANCE, 4 FLOOR KYIV,

04070, UKRAINE

URUGUAY

AIG Seguros Uruguay SA

Colonia 999 (CP 11100)

Montevideo - Uruguay

USA

AIG Korea Claims,

P. O. Box 4560,

Alpharetta, GA 30023-4560

UZBEKISTAN

AIG Uzbekistan Insurance

Company LLC

International Banking &

Finance Centre, 1, Turab Tula

Str., Tashkent, 100066,

Uzbekistan

VENEZUELA

C.A. de Seguros American

International

Av. Francisco de Miranda,

Urb. Campo Alegre, Edif.

Seguros Venezuela. Caracas,

Venezuela

VIETNAM

AIG Insurance (Vietnam) Co.,

Ltd

13/F Saigon Center, 65 Le Loi

Street, Dist 1, HoChiMinh

City,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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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서류 청구시 필요한 외국어

● 의사에게 서류를 청구할 때의 외국어는 다음과 같습니다.(Foreign language expression to request necessary

medical forms for the attending physician)

어 To the Attending physician

Please issue doctor’s diagnosis and specification of medical treatment together with receipt for expeditious

handing of claim by the insurance company.

독 어 Sehr geehrter Herr Doktos : r

Wir erbitten Sie eine Diagnosis mit dem einzelnen Behandlunger und lhre Quittung fur die Bezahlung bei

der Versicherunge-firma auszustelln.

불 어 Au medecin

Veuillez delirer le diagnostic et la description precise du diagnostic medical avecle rcu pour qu’une

demand de paiement puisse etre adressee rapidement a la compagnie d’assurance merci.

스페인어 Estimado Doctor

Le agradeceremos mucho sirva expedimos un certificado medico especifico junto con el recibo de pago

para presentarlo a la oficina de seguros por corrrespondiente reclamo atentamente.

● 질병에 관한 간단한 어회화

의사선생님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치료명세서, 치료 청구서 또는 수증 작성을 부탁합니다.

① 의사를 불러 주십시오.

② 설사를 했습니다.

③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④ 한기가 납니다.

⑤ 열이 있습니다.

⑥ 두통이 납니다.

⑦ 현기증이 납니다.

⑧ 복통이 납니다.

⑨ 시름시름 아픕니다.

⑩ 쿡쿡 찌르듯이 아픕니다.

⑪ 어디가 나쁜 것일까요.

⑫ 시종 변함이 없습니다.

⑬ 조금 좋아졌습니다.

⑭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합니까?

⑮ 예정 로 여행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비행기는 타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 단히 좋아졌습니다.

Please call a doctor.

I have diarrhea.

I am not feeling well.

I have a chills.

I have a fever.

I have a headache.

I feel dizzy.

I have a stomachache.

a crampy pain.

a sharp pain.

What is wrong with me?

I am not feeling any better.

I feel a little better.

How long will I have to stay in bed?

Is it all right for me to continue my journey on schedule?

Is it all right for me to fly?

I feel much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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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common cold

과음 over drink

담(가래) sputim

재치기 sneeze

콧물 running nose

감각마비 paralysis

환각 hallucination

편두통 migraine

절상 cut

탈구 dislocation of joint

종기, 등창 furuncle

임질 gonorrhea

눈꼽 eye discharge

눈이 침침하다 blurred

발열 fever

피로, 권태 tiredness

현기증 dizziness

견비통 stiffness in the shoulder

어깨강직 shoulder pain

가슴쓰림 heartburn

발한 sweat

불면증 insomnia

귀가 울림 ringing in the ear

딸꾹질 hiccup

트림 belch

형토 hematoemesis

빈맥(심계항진) palpitation

맥박이 빠름 tachycardia

코피 epistaxis

청각장해 difficulty in hearing

충치 dental caries

과식 overeat

기침 cough

배통 back pain

인후통 sore throat

손끝이 떨리다 tremor

시력장애 visual disturbance

관절통 arthralgia

구토 vomiting

혈변 bloody stool

부정맥 arrhythmia

현기증을 느낌 to feel faint

귀아리(이통) earache

요통 lumbago

식중독 food poisoning

과로 over work

흉통 chest pain

호흡곤란 dyspnea

코막힘 nose obstruction

언어장해 speech disturbance

근육통 muscular pain

경련 convulsion

자상 sting

염좌 torsion

발진 eruption

농요 pyuria

눈물이 나다 tearing

목이 쉼 hoarse voice

외상 external wounds

골절 fracture

타박상 contusion

두드러기 urticaria

혈뇨 hematuria

눈의 이물 foreign body in the eye

목소리가 안나옴 loss of voice

식은땀 cold sweat

식욕부진 anorexia

오심(메스꺼움) nausea

치질 hemorrhoids or piles

숨이 참 short of breath

서맥 bradycardia

귓밥(귀지) ear discharge

하복부통 low abdominal pain

치통 tooth pain

외상 및 질병에 관한 용어 세계 각국의 시차표

한국시간

(+30분)호주 남부
북부

시

차

전

시

정

오

0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0

18 19 20 21 22 23 0 1 2 3 4 

20 21 22 23 0 1 2 3 4 5 6

22 23 0 1 2 3 4 5 6 7 8

23 0 1 2 3 4 5 6 7 8 9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6 7 8 9 10 11   13 14 15 16

5 6 7 8 9 10 11   13 14 15

정

오

전

시

전

시

전

시

전

시

전

시

정

오

정

오

정

오

정

오

정

오

1 2 3 4 5 6 7 8 9 10 11   13

정

오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정

오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정

오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정

오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

시

23 0 2 3 4 5 6 7 8 9 10 11

전

시

22 23 0 1 2 3 4 5 6 7 8 9 10

전

시

20 21 22 23 0 1 2 3 4 5 6 7 8

전

시

17 18 19 20 21 22 23 0 1 2 3 4 5

전

시

16 17 18 19 20 21 22 23 0 1 2 3 4

+1

-19

-17

-15

-14

-1

-2

-4

-7

-8

Australia
(New South Wales)

Hawaii, Anchorage

San Francisco,
Los Angeles,
Vancouver, Seattle

Chicago, New Orleans

New York, Washington D.C., 
Boston, Ottawa

Hong Kong, Philippines,
Taipei, Republic of China
Australia(Western)

Thailand, Singapore

Sri Lanka, India

Finland, Greece

England, Holland, Belgium,France, 
Sweden, Norway,Denmark, Gemany,
Switzerland, Italy, Austria, Spain

(주) 이 시간은 각지의 표준시 또는 지방시에 의한 것임. 단, 일부에서는 썸머타임이(+1시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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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하“여행

도중”이라 합니다)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

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업일 : 회사가 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해외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

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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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

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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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

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

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하

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

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

한 부분에 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하여‘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

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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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 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 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해

사실 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사례】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 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 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업용 운전자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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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

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 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리인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

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리인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

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로 고지

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로 고지하지 않게 하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

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

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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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통신판매계약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하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

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

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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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

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

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

가 회사에 권리를 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

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



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

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

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

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

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주거지를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하여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교통승용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까지 여행의 최

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피보험자가 정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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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

서류를 수증으로 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업

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하여 회

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

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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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

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

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

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 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

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

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

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하여 단기요율(1년 미

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

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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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

생된 손해에 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

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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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 등 면책 추가약관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이보험은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콩고민주 공화국, 리베리아, 또는 수단에서의 여행, 이들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 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또는 법적 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 보험은 테러리스트, 테러조직의 조직원과 마약 매상, 핵무기, 생화학무기의 공급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

은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또는 법적 책임에 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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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은해외여행중에피보험자의상해또는질병으로인한의료비를보험회사가보상하는상품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담보종목) 

회사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 이내의 담보종목으로 구성구성되어 있으며, 계

약자는 이들 2개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구성항목의 해외 및 국내치료비

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붙임1>과 같습니다.

담보

종목

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 내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의료비

질병

의료비

해외

해외

국내

국내

상해

입원

질병

입원

상해

통원

질병

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

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

은 경우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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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 사항

(1)

상해

의료비

(2)

질병

의료비

해외

해외

국내

국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

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

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

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

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은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

하여 과거(청약서 상 당해 질병의 고지 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

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

여행 중에 질병(다만, 청약서 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

여 과거(청약서 상 당해 질병의 고지 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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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해

의료비

해외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

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라이딩

(1)

상해

의료비

해외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2. 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

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

의 구입 및 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상에 해당하는 치료

5.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

사비용, 간병비

국내 ①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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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질병

의료비

해외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2. 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2)

질병

의료비

해외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

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

의 구입 및 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상에 해당하는 치료

6.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

사비용, 간병비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혈액에의한HIV감염은해당진료기록을통해객관적으로확인되는경우는제외합니다)

8.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국내 ①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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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

급)에 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한 조사

5. 제4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

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

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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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회

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 로 합니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

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에 따라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리인이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

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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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

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로 고지

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해 사실 로 고지하지 않게 하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

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

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또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2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

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

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

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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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하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자가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

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담보종목

2.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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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

가 회사에 권리를 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

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

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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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

서류를 수증으로 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

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 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

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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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

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

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

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

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중 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게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

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

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

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

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하여 단기요율(1년미

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

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

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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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1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 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

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 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 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

분하여 계산합니다.

제32조(연 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

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

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보상 상 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

생된 손해에 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

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

니다.

<붙임 1>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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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계약

진단계약

정 의

보험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계약에서 정한 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

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

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업일
회사가 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상해

상해보험계약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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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약사

의료기관

정 의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

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및조산원으로 구분됨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

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조산원은 제외)

입원

입원의 정의 중 이

와 동등하다고 인

정되는 의료기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 ,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입원실료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 등을 말함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입원의료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

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 ,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

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

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

의 직접조제 포함)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

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 ,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처방조제비

통원의료비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를 말함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한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정 의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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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

상제 및 본인부

담금 상한제

보상 상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

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

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의

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보상책임액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다수보험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

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

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정 의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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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구 분

(1)

상해입원

보상하는 사항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

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 분

구 분

표

준

형

선

택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90% 해당액(다만,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

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

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

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

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상해입원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

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

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④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

해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

외기간이 지났거나,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는 최초 입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하여는 보험기

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

보상 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

계약일

(2014.1.1)

↑

최초 입원일

(2014.3.1)

↑

(2015.2.28)

2015.3.1.부터

보상제외

↑

(2015.5.29)

2015.5.30.부터

보상재개

↑

(2016.5.28)

2015.5.29.부터

보상제외

보상 상기간
(365일)



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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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

상해통원

(2)

상해통원

보상하는 사항

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

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

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

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및처방조제비는회(건)당합산하여30만원을최고한도로계약자가정하는금액으로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구 분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처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1만원과 보상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1만 5천원과

보상 상 의료비

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8천원과 보상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

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

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

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

제 1건당)

구 분

외래

보 상 한 도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

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1)

상해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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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상하는 사항

(2)

상해통원

(2)

상해통원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하여는 보

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합니

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1

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상해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

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

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보상 상기간
(1년)

보상 상기간
(1년)

보상 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4.1.1)

↑

계약해당일

(2015.1.1)

↑

계약해당일

(2016.1.1)

↑

계약종료일

(2016.12.31)

↑

보상종료

(2017.6.29)

구 분

선

택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처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8천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

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

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

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

제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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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구 분

(3)

질병

입원

보상하는 사항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

로 보상합니다.

(3)

질병

입원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당해질병의고지 상기간을말합니다)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

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

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④ 회사는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

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

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났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

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구 분

구 분

표

준

형

선

택

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금액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90% 해당액(다만,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

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

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

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

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보상 상기간
(365일)

보상제외
(90일)

↑

계약일

(2014.1.1)

↑

최초 입원일

(2014.3.1)

↑

(2015.2.28)

2015.3.1.부터

보상제외

↑

(2015.5.29)

2015.5.30.부터

보상재개

↑

(2016.5.28)

2016.5.30.부터

보상제외

보상 상기간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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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상하는 사항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하여는 보험기

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

니다. 다만, 동일회사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4항

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

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

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

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⑨ 제8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이 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

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4)

질병

통원

(3)

질병

입원

(4)

질병

통원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구 분

외래

보 상 한 도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

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1만원과 보상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

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

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구 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46]

구 분

(4)

질병

통원

보상하는 사항

구 분

표

준

형

선

택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처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구 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1만 5천원과

보상 상 의료비

의 20%중 큰 금액

2만원과 보상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8천원과 보상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

의처방전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약사의직접조제1건당)

구 분

선

택

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외래(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처방

조제비

보 상 한 도 공제금액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8천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

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

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0

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

제 1건당)

(4)

질병

통원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하여는 보

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합니

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1

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 상기간
(1년)

보상 상기간
(1년)

보상 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계약일

(2014.1.1)

↑

계약해당일

(2015.1.1)

↑

계약해당일

(2016.1.1)

↑

계약종료일

(2016.12.31)

↑

보상종료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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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구 분

(4)

질병

통원

보상하는 사항

③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질병

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

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

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

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

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⑧ 제7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이 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구 분

(1)

상해

입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

화된 부분에 하여는 보상하여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 라이

딩, 수상보트, 패러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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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입원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의해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

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의료급여법상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5. 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

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

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구 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상해

통원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

화된 부분에 하여는 보상하여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 라이

딩, 수상보트, 패러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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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구 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의해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

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의료급여법상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5. 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

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

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

상해

통원

구 분

(3)

질병

입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

화된 부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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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

질병

입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3. 의료급여법상의료급여중본인부담금의경우의료급여관련법령에의해의료급여기금등으로부터

사전또는사후환급이가능한금액(의료급여법상본인부담금보상제및본인부담금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5. 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

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 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

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상에 해당하는 치료

(3)

질병

입원

(4)

질병

통원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

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

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

화된 부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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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

통원

(4)

질병

통원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

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5. 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

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 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체비용(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

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

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구 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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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생 질병 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담보종목 중에서 (2) 질병의료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

는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보험금은 1사고마다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 중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실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발생 실손의료비 척추지압술 및 침술 부담보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세부구성항목 중 해외항목의 보상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

(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Acupuncture, 부황,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실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자에 한 실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합니다.

1. 학(교) 및 연구소 등에 유학, 연수 및 이와 유사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

2. 해외 주재 사무소에 파견 및 주재하는 자

3. 해외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우자

5.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직계자녀로서 만 1세이상 만 19세까지의 자녀

6.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모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실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자를 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 을 때 계약자는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되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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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적용특칙) 

회사는 실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

별약관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해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동차사고 및

산업재해보상 사고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외여행 도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

나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

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③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

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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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⑨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⑫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이

특별약관에 있어서는 상해, 질병, 사망, 후유장해를 말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포함

합니다)에 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및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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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

인에 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 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하여 그 재물에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

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로 인한 배상책임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단,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계약

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

했을 금액을 제1항의“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

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 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

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6]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

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

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

위)의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 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

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

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

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

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 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

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

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한 비율에

용어풀이

업일은“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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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

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한 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 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

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

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부금의 이자는 공

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 품손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 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 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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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제3호, 제5호 및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

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

가 상당한 주의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 한 과실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제6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

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

니다.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

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하여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 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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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 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해 도난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금이 보험의 목적에 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의 매각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8조( 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제3자에 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한 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여행도중(이하「여행도중」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

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중으

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조난구조 ,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

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비용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

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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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리인을 포함합니

다. 이하「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일분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

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 ,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제1항 제1호,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

의 위의 합계액에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납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

치(이하“사고”라 합니다)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하여 매일 70,000원씩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② 제1항의 항공기의 납치라 함은,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폭력이나 폭행의 위협으로서 항공기를 탈취하거

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12시간에 그러한 지

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 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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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보험과의 관계) 

이 특별약관과 유사한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가질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 혹은 그의 법정상속인이 선

정하는 하나의 계약에서만 보상하며, 회사는 그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에 하여는 이미 납입된 해당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동산(노트북 등)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권 보전 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 보전 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 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리인

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 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행사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

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쏠거나 먹어서(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신하

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 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를 제외합니다)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

여 생긴 손해

10. 사기 또는 횡령으로 생긴 손해

11.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

12. 보험의 목적의 수리, 청소 등의 작업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

유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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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험의 목적의 전기적 사고 또는 기계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화재손해가 발생하

거나 또는 이들의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1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홍수, 범람, 해일,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우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

제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의한 보험금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의한 비용손해중 손해방지비용, 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10조(지급

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

니다.

제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 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

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 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 을 경우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 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도난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손해액의 합계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하여 일만원을 뺀 잔액

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보험의 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손해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그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부손해로 처리됩니다.

제9조(추정전부손해)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리하는데 소요될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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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의 목적을 적재한 수송용구가 60일이상 행방불명인 때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

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

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

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금 결정에는 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보험가액에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

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11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하여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한 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3조(잔존물) 

보험의 목적이 전부손해로 되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

사의 소유가 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한 비율

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4조(회수품의 귀속)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의 손해를 보상한 후 그 보험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목적물에 한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잔존보험 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한 보

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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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험의 목적에 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카드사용액 보상담보(해외여행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카드사용

금액의 결제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

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

망∙후유장해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①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

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계약해지의 효력)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및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제2항의 해지는 장래에 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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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

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 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 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

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

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 되어야 하며, 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

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 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

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

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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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

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

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 (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

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제2종 및 제3종 단체인 경우에도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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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해외여행을 회사가 제3조(해외여

행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에 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  ①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및 국외여행업자

② 단체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제1호에 정한 1,2,3종 단체의 표

③ 해외유학, 취업, 어연수 알선 사업자

피보험자 : ①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해외여행자

② 1, 2, 3종 단체 소속의 해외여행자

③ 유학, 취업, 어연수 사업자가 알선, 주최한 유학자, 취업자 어연수자, 장기체류자

제2조(보험료) 

① 계약체결시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 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

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1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리인은 피보험자의「별표 2」의 해당사항을 서면통지(팩시 리를 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회

사의 책임은「별표 2」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에 시작되며, 다만 우편통지 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 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한다.

1. 민간법인 또는 단체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제5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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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 , 유지되는 상품 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보험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여행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

니다.

제4조(보험료정산기간) 

제3조(보험료의 정산)의 보험계약기간 동안 매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중 보험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마다 보

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5조(예치보험료) 

계약체결시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의 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1개월 이상의 추정보험료(이하「예치보험료」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정산기간 동안의 피보험자 수를 통지받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10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위 3

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예치보험료의 2/3을 밑돌 수 없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Ⅱ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수일 또는 환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 수일

2. 추가보험료 : 수일

3. 해지환급보험료 및 환급보험료 : 환급일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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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 상) 

이 특별약관(이하“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

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 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

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 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리청구인(이하“지정 리청구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 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 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

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 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 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 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 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 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 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 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 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 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 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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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지정 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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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해 분류표

총 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

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 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한 치료의 효과를 기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

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

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지 급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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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

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

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뚜

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

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

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

다 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언어청력검사, 임피던

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

해를 평가한다.

장해의 분류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부분이 결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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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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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

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

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장해의 분류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지 급 율

장해의 분류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지 급 율

장해의 분류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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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

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 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

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

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장해의 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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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

태

3) 뚜렷한 운동장해

①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

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

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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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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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가벼운정도)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척추가뒤로휘어지

는증상) 또는척추측만증(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변형이있을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

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 전산화 단층촬 [CT], 자기공명 상법[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

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

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

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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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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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 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

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

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

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

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

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

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

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 관절중 1관절에 기형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

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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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 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

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

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

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 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 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

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scanogram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 관절중 1관절에 기형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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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

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

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 역이 정상 운동가능 역의 1/2 이하

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 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 역을 더하여 정상운동 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

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장해의 분류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 손의 5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이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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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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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

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

으로는 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역이 정상 운동가능 역의 1/2 이하

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

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

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

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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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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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붙임>일상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 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

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 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해서는“<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

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기공명 상법(MRI), 뇌 전산화 단층촬 (CT),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

을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장해의 분류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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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

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

는 것을 말한다.

②“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

를 말한다.

③“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

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

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

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
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
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
태(5%)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 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수 있는 상태(3%)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별표 2>

해외여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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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 험자 주민등록번호 여행지 여행목적
보험기간

출발일 도착일
보험수익자 보험가입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