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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 아래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만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만원

암진단급여금
암(백혈병ㆍ골수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백혈병ㆍ골수암
   2년이상 10,000만원
   2년미만 5,000만원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

   2년이상 5,000만원
   2년미만 2,500만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2년이상 300만원
   2년미만 150만원

장해
급여금

자전거
교통재해

자전거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자전거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교통재해(자전거 교통재해 포함)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수술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 1회당)

제1종 10만원제4종 100만원

제2종 30만원

제3종 50만원제5종 300만원

입원급여금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30,000 원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상해위험등급 납입주기 합계보험료

엄마
태아

비위험 월납 39,805원
0세 (男)

구 분 보험형태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보험료

주계약 신한아이사랑보험名品 [ 기본플랜] 순수보장형 80세만기 30년납 1구좌 27,300원

선택특약

신한아이사랑보험名品 3대질병진단특약 순수보장형 80세만기 30년납 2구좌 3,200원

신한아이사랑보험名品 통원특약 순수보장형 80세만기 30년납 1구좌 8,000원

어린이치과통원특약 순수보장형 30세만기 전기납 1,000만원 900원

어린이항암치료특약 순수보장형 30세만기 전기납 50만원 25원

선천이상보장특약 순수보장형 30세만기 전기납 200만원 380원

신한실손의료비특약
[갱신형]

입원형

통원형

 * 보험료는 성별, 나이별, 보험형태,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태아 가입의 경우 선천이상보장특약은 고정부가됩니다.

주계약 보장내용Ⅰ_ 기본플랜

 * 상기 "지급사유" 에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에게)" 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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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골절치료자금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골절 1회당) 30만원

재해통원급여금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0,000 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수술 1회당) [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200만원

화상 50만원

특정질병
입원급여금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남성ㆍ여성 주요질환, 시청각질환

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입원급여금에 추가지급]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화상 70,000 원

남성ㆍ여성 주요질환/
시청각질환 20,000 원

유괴ㆍ납치
위로금

유괴ㆍ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며 30세미만까지만 보장] 3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급여금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주요법정전염병
진단급여금

주요 법정전염병으로 해당보건소에 신고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진단 1회당) 30만원

스쿨존교통사고
치료자금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3세미만까지만 보장]

30만원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및 특정질병입원급여금" 은 각각 수술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계약 보장내용Ⅱ_ 기본플랜

 * 상기 "지급사유" 에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에게)" 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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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주계약 보장내용Ⅲ _ 실손플랜

유괴ㆍ납치
위로금

유괴ㆍ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며 30세미만까지만 보장]

만원

주요법정전염병
진단급여금

주요 법정전염병으로 해당보건소에 신고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진단 1회당)
만원

스쿨존교통사고
치료자금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3세미만까지만 보장]

만원

재해골절치료자금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골절 1회당)

만원

통원급여금

재해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원

치과

의료기관 중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치과통원하였을 때 
(통원 1일당)

원

특정질병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남성ㆍ여성 주요질환 또는 시청각질환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원

남성ㆍ여성 주요질환/
시청각질환

원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만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만원

암진단급여금
암(백혈병ㆍ골수암 포함),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백혈병ㆍ골수암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상피내암/경계성종양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장해
급여금

자전거
교통재해

자전거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자전거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교통재해(자전거 교통재해 포함)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수술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하였을 때 (수술 1회당)

제1종 만원제4종 만원

제2종 만원

제3종 만원제5종 만원

입원급여금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한도)

원

 * 치과통원이란 의료기관 중 치과에 통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는 치과통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보장항목 중 "치과통원급여금 및 특정질병통원급여금" 은 주계약이 "실손플랜" 인 경우에만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 주계약 실손플랜의 경우, 실손의료비특약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지급사유" 에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에게)" 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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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보장내용 * 아래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어린이
치과통원
특약

만기
환급금

특약 보험기간 만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만원

치과통원
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의료기관의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일당)

5,000 원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어린이
항암치료
특약

항암
방사선
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2년이상 150 만원
   2년미만 75 만원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2년이상 30 만원
   2년미만 15 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2년이상 15 만원
   2년미만 7.5 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2년이상 150 만원
   2년미만 75 만원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2년이상 30 만원
   2년미만 15 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2년이상 15 만원
   2년미만 7.5 만원

선천이상
보장특약

수술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 만원

입원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출생 후 선천이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20,000 원

 *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특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 신한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제외)

 *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신한아이사랑보험名品 3대질병진단특약 및 신한아이사랑보험名品 통원특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 소멸)
 * 만기환급금 지급사유에서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 "치과통원" 이란 의료기관 중 치과에 통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는 치과통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년 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 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뼈(골)암, 뇌수막종,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맹장염), 창자감염질환, 헤르니아, 수막염, 간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갑상샘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의 한함) 
 * 시청각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아이사랑

보험名品

  
3대질병
진단특약

만기
환급금

특약 보험기간 만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만원

3대질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년이상 2,000 만원

2년미만 1,000 만원

신한아이사랑

보험名品

  
통원특약

만기
환급금

특약 보험기간 만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만원

통원
치료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남성ㆍ여성 주요질환 또는 시청각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30,000 원

남성ㆍ여성 주요질환/
시청각질환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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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및 선택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순수보장형 특약의 경우에는 만기시점에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에는 순수보장형 특약의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

* 아래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및 선택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과기간 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경과기간 나이 납입보험료(원) 해지환급금(원) 환급률(%)

3 개월 0 세 119,415 1,610 1.34 7 년 7 세 3,343,620 1,753,600 52.44

6 개월 0 세 238,830 3,220 1.34 9 년 9 세 4,298,940 2,370,225 55.13

9 개월 0 세 358,245 4,830 1.34 10 년 10 세 4,776,600 2,696,190 56.44

1 년 1 세 477,660 6,440 1.34 15 년 15 세 7,164,900 4,490,045 62.66

2 년 2 세 955,320 123,086 12.88 20 년 20 세 9,553,200 6,848,975 71.69

3 년 3 세 1,432,980 423,084 29.52 25 년 25 세 11,941,500 9,642,290 80.74

4 년 4 세 1,910,640 738,106 38.63 30 년 30 세 14,329,800 13,023,300 90.88

5 년 5 세 2,388,300 1,064,549 44.57 80 년 80 세 14,329,800 0 0.00

▶ 다자녀가정우대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범위 : 주계약에서 25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 중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

             [다만, 피보험자(피보험자)가 2인 이상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할인조건 :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주계약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와 동일한 부모를 두고 있는 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 할인금액

      (1)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한 부모를 두고 있는 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포함]가 2명인 경우 
            : 주계약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0.5% 할인

      (2)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한 부모를 두고 있는 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포함]가 3명인 경우

            : 주계약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 할인

 * 제출서류 : 당사신청서, 신분증(가족관계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태아의 경우, 당사에 태아등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부모의 자녀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가족우대특약에 관한 사항

 * 할인대상

     (1) 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에 규정한 장애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일 경우

     (2) 계약자가 (1)의 장애인 가족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자일 경우

 * 할인금액 : 주계약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5% 할인(다만,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
 * 제출서류 / 방법: 복지카드(구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자가 장애인의 가족일 경우), 당사신청서 
                    / 가까운 신한생명 지점에 내방하여 접수 (팩스분, 사본 접수 불가)
 * 적용시기 : 서류제출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해당 할인 적용

해지환급금 예시

기타 제도성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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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주계약에 관한 사항

  * 만기환급금 지급사유에서 "살아있을 때" 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다만,「백혈병·골수암」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그 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암(백혈병ㆍ골수암 포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진단급여금의 50%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이후 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백혈병ㆍ골수암" 이 추가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백혈병ㆍ골수암" 진단급여금과 "백혈병ㆍ골수암" 추가진단시점의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 진단급여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백혈병ㆍ골수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후에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 으로 진단확정시 "백혈병ㆍ골수암 이외의 

    암" 으로 인한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유괴ㆍ납치위로금" 의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납치"에 의한 

    경우는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 "자전거 교통재해"란 도로교통법(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80호) 제2조(정의)에서 정한 도로에서 자전거 승차 중 일어난 "교통재해"를 

    말하며, 자전거 교통재해는 관할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 합니다) 및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요법정전염병진단급여금" 의 경우 주요전염병에서 제외되는 전염병이 생길 경우, 그 해당 전염병은 보건소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에 따릅니다.

   ㆍ"주요법정전염병진단급여금" 의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①항 중 제2군전염병 중 "B형간염", "수두" 제외,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한센병", "성병",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향후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전염병이 생기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법정전염병 분류표에서 나열한 전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전염병은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주요 법정전염병 : 법정전염병 중 일부 법정전염병을 제외함(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본 계약에서 보장하는 주요법정전염병은 약관에 명시된 법정전염병에 한합니다.

     ※ 고액치료비관련 질병 : 백혈병, 골수암, 림프종, 골(뼈)암, 뇌수막종,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남성ㆍ여성주요질환 : 아토피, 천식, 급성기관지염, 폐렴, 비염, 당뇨병, 충수염(맹장염), 창자감염질환, 헤르니아, 수막염, 간질환, 

                        콩팥(신장)기능상실, 갑상샘의 장애, 고혈압성 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남성에 한함), 부인과질환(여성에 한함)      

     ※ 시청각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치과통원" 이란 의료기관 중 치과에 통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는 치과통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실손플랜에 한함)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및 "특정질병입원급여금" 은 각각 수술급여금 및 입원급여금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 "스쿨존교통사고" 란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인적 피해(부상)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사고를 말하며, 이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2년(13세, 30세)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13세, 30세)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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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품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보장위험명

연간보험료(원) 보험료지수(%)

남(5세) 여(5세) 기준보험금
(만원) 남(5세) 여(5세) 가입금액

(만원)

주계약

(무)신한아이

사랑보험名品

_기본플랜

(순수보장형)

25 10

백혈병골수암진단 3,578 원 5,808 원 1,000 만원

156.0 % 171.6 % 1 구좌

백혈병골수암이외의 
암진단

2,882 원 5,048 원 1000 만원

 기타피부암 39 원 253 원 100 만원

 자전거교통재해장해 678 원 311 원 1,000 만원

 교통재해장해 650 원 298 원 1,000 만원

 일반재해장해 1,172 원 311 원 1,000 만원

 유괴납치위로금 5 원 27 원 1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 588 원 591 원 1,000 만원

 주요법정전염병진단 36 원 24 원 10 만원

 고액치료비관련질병수술 1,905 원 1,697 원 100 만원

 화상수술 1,644 원 1,494 원 10 만원

 질병및재해수술 1,627 원 1,483 원 100 만원

 고액치료비관련질병입원 10,810 원 6,613 원 1 만원

 화상입원 10,683 원 6,490 원 1 만원

 남성여성주요질환입원 11,518 원 7,310 원 1 만원

 시청각질환입원 10,644 원 6,483 원 1 만원

질병및재해입원 10,578 원 6,441 원 1 만원

스쿨존교통사고치료자금 3 원 4 원 10 만원

재해골절치료자금 5,248 원 2,113 원 10 만원

재해통원 16,781 원 10,015 원 1 만원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및 보험료 지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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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개시일 2010.10.1 7 /  8 page

선택

특약

(무)선천이상

보장특약
19 10

선천이상 입원 411 원 357 원 1 만원

172.7 % 166.7 % 1,000 만원
선천이상 수술 3,921 원 3,030 원 100 만원

선택

특약

(무)어린이치과
통원특약

(순수보장형)
21 10 치과통원 25,975 원 28,861 원  1 만원 163.6 % 166.7 %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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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특약

(무)어린이

항암치료특약
21 10

암방사선치료 654 원 906 원  1,000 만원

160.0 % 142.9 % 1,000 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갑상샘암

방사선치료

5 원 30 원 100 만원

암약물치료 1,253 원 1,375 원 1,000 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갑상샘암

약물치료

8 원 45 원 100 만원

선택

특약

(무)신한아이사랑
보험名品

3대질병진단특약
(순수보장형)

25 10

뇌출혈 3,606 원 2,623 원 1,000 만원

233.3 % 250.0 % 1 구좌급성심근경색증 635 원 262 원 1,000 만원

 말기신부전증 294 원 355 원 1,000 만원

선택

특약

(무)신한아이사랑
보험名品
통원특약

(순수보장형)

25 10

고액치료비관련질병통원 1,260 원 1,355 원 1 만원

142.6 % 140.0 % 1 구좌남성여성주요질환통원 39,306 원 41,793 원 1 만원

 시청각질환통원 9,327 원 11,281 원 1 만원

* 연간보험료란, 1년동안 위험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를 의미하며, 회사간 보장위험별 보험료 수준 비교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납입보험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 보험료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에 대비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