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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해외여행보험
약관
[ 2015. 6 ]

KB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하시는 분께
저희 KB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KB손해보험은 '해외여행 24시간 긴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한 연중무휴
우리말 지원서비스는 물론, 세계 각국 주요도시에 보험금 현지지급 체제를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안전하고도 즐거운 여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도중 불편하신 사항이나 이 보험청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
청구절차 등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본.지점이나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저희 KB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과 함께 보람되고 유익한 여행이
되시기를 기원하오며 앞으로도 저희 KB손해보험를 계속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To our Claim Agents
The holder of this policy is insured with us as per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in the declarations.
If the holder of thi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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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assist the holder in every possible way.

KB Insurance
Authorized Representative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여권번호
PASSPORT NO.

혈액형
Bloo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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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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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특별약관

60

■ 간단한 외국어 회화

149

■ 세계 시차대조표

153

※첨부서류: 해외여행보험 보험금 청구서/ 사고보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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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의 개요
보상항목
사망 ㆍ
상해
후유
장해
질병 사 망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특별비용

상

해

질

병

실
손
의
료
비

실
손
의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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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사고시 받는 보험금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가입금액-사망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또는 후유장해 등급에 따른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금액-장해시
여행중 질병으로 사망
보험가입금액 전액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보 상 한 도 액 내 에 서 실 제
끼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비용
부담하는 경우
(자기부담금:1만원)
유연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1조당 20만원 한도
휴대품의 도난, 파손 손해 등
(자기부담금: 1만원)
· 불의의 사고로 행방불명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아래의
(조난)될 경우
비용을 보상함.
·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 · 수색구조비ㆍ잡비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또는 ·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에게 · 숙박비, 이송비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여행 중에 입은 상해(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해외발생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용
여행 중에 입은 상해(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국내발생
치료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65일
(입원)
한도로 보상).
여행 중에 입은 상해(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국내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국내발생
받은경우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약관에 따라
(통원)
보상하여 드립니다 (통원 180회/처방조제 180건
한도)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해외발생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용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국내발생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입원)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65일 한도로
보상).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병원에서
국내발생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경우
(통원)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통원 180회/처방조제 180건 한도)

* 실손의료비 유의 사항 :
- 국내발생(통원) 실손의료비는 표준형의 경우, 통원 1회당 의원은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종합병원은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처방조제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한 후 보상하여 드립니다.
선택형의 경우, 통원 1회당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공제 (처방조제비 8천원 공제)한 후
보상하여드립니다.
- 2009년 10월 1일 개정된 실손의료비 제도에 의해 해외여행보험의 의료비
보장은 해외발생 부분과 국내발생 부분으로 구분하여 가입하셔야 하며,
각각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KB해외여행보험의 상품개요를 설명한 것입니다.
보험계약 및 보상처리에 대한 사항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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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24시간 해외여행 도우미서비스
KB손해보험 해외여행 도우미는 여행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세계 160여개국에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는 International SOS Group
연중무휴 24시간, 한국어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전화연결방법 :
해외 현지 사업자 콜렉트콜 서비스 번호로 전화 ▶ 교환원 연결 ▶
수신자부담으로 82-2-3140-1717 연결 요청 ▶ 한국의 우리말 도우미서비스
센터로 연결, 상담원과 통화
2. 서비스 요청시
①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증권번호,
② 여행가이드 등 타인이 전화하는 경우 전화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 번호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번호, 증권번호를 알려주시면 좀더 신속 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행자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7 KB손해보험

긴급도우미 서비스 내용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서비스 가능범위 내에서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여행정보 서비스
가. 예방접종 및 비자에 관한 정보 제공
나. 여행지의 기후와 환율에 관한 정보 제공
다. 인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주소, 전화번호 및 근무시간에 관한
정보제공
2. 현지 의료지원 서비스
가. 의료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 제시
나. 현지의사, 의료기관 안내
다. 현지 의사와의 의사소통 보조
라. 현지 의사와의 진료예약 알선
마. 현지병원 입원수속 알선
바. 한국어 가능한 병원 안내
3. 여권 및 휴대품 분실시 서비스
여행 중 여권이나 휴대품을 잃어 버렸을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
또는 방법 안내
4. 보험금 청구안내
가.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나.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다. KB손해보험의 사고처리 부서 안내,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제공
5. 긴급연락 서비스
친구, 가족 또는 사업관련자에게 긴급사항 전달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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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및 요령
1)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가.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시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 :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구비함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엔 영수증을 구비함
나.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
·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
-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둠
-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5W 1H 원칙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둠
· 도난품 명세서 등 작성(물품구입시 영수증 첨부)
다. 배상책임 발생시
· 대인: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
· 대물: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
라. 기타사고 발생시
· 현지에서 청구서류 일람표상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귀국 후
콜센터(1544-0114)/나 홈페이지로 직접 청구하십시오(단,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Claim Agent에 연락하십시오)
2) 보험금 청구절차
가.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장기체류자 및 고액사고 발생자 등) :
- 당사 콜센터(1544-0114)/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되며, 긴급한 경우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는 청구서류 일람표 참조
- 보험금청구서는 약관 뒤에 첨부된 양식을 절취하여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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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보험금 지급 절차

본인이 치료비를 낸 후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가 치료비 대납시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외국병원

②치료비지급

①치료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③서류제출

④보험금지급

②사고통보
해외여행보험
서비스대행사
④대급청구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서비스대행사

①치료
외국병원
③치료비 대납
⑤대급지급

KB손해보험

나. 귀국후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 단기간의 여행이나 일정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경우 현지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귀국후 저희 KB손해보험 콜센터(1544-0114)나
홈페이지(http://www.kbinsure.co.kr)로 보험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절차
① 당사로 사고통보
② 당사에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③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서류 당사로 송부
④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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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사고의 종류

공

통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 망 ·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 위임장(필요에 따라)

상해
(질병)

비 고

· 보험증권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보험금 청구서
· 여권사본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비자사본(비자발급고객)
현지구비

치료비

· 진단서
· 인근주민 확인서
·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현지구비
〃

대 인

·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지급 증빙서류

현지구비
〃

대 물

·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지급 증빙서류

현지구비
〃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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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현지구비
·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
사진,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
· 피 해 품 의 구 입 가 격 , 구 입 처 등 이 적 힌
〃
구입영수증(여행 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 사고증명서
(조난증명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지출비용 명세서 및 영수증

현지구비
〃

현지보상 연락처(Claim Agent):
Travelers Assurance Service Co. [해외보험금청구서비스대행사]

주소 : 21700 E. Copley Dr. Suite #170 Diamond Bar, CA 91765
대표전화 : 1-909-895-7150
무료전화 : 1-844-877-2481
Fax : 1-909-895-7131
E-mail : info@tascohm.com
Website : http://www.tascohealth.com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는 당사 및 업체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kbinsur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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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마케팅’
)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ㆍ 전화：☎ 1544 - 0114
ㆍ 서면：135-55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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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한 때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ㆍ 전화：☎ 1544 - 0114
ㆍ 인터넷：http://www.kbinsure.co.kr
ㆍ 서면：135-55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신청자 제한：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ㆍ 전화：☎ 1544 - 0114
ㆍ 인터넷：http://www.kbinsure.co.kr
ㆍ 서면：135-55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ㆍ 한국신용정보㈜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ㆍ 한국신용평가정보㈜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KB해외여행보험 14

바.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대한손보협회
정보보호 담당자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전화

(031)590-5906

(02)3702-8544

(02)3145-7111

주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260
KB손해보험빌딩
정보보호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 B/D
기획조사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신용정보실(1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소비자
보호팀[02)6900-2131~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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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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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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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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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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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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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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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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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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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 미 이 계 약 에 서 후 유 장 해 보 험 금 지 급 사 유 에 해 당 되 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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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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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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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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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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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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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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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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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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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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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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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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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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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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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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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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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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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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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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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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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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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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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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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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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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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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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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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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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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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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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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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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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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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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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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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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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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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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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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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주거지를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등의 교통승용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까지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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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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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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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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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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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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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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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회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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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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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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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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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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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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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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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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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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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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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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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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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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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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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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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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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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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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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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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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해분류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1)‘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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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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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
0.06
”
5)
“
0.1
”
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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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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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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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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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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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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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이 결손된 때

지급률
80
45
25
1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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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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 음 청 력 검 사 를 실 시 하 기 곤 란 하 거 나 검 사 결 과 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15

나. 장해판정기준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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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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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80
40
20
10
5
20
10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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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말한다.
3)‘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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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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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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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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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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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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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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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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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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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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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지급률
40
30
10
50
30
15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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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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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
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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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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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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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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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0등급(Zero)’
인 경우
나)‘심한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1등급(Trace)’
인 경우
다)‘뚜렷한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약간의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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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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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關節〕
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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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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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뚜렷한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약간의 장해’
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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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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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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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5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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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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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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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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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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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5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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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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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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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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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CDR 척도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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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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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
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
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
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
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
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
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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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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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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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
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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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57 KB손해보험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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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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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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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해외여행보험 특별약관
질병사망 및 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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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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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질병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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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
라 합니다)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이 특별약관에
있어서는 상해, 질병, 사망, 후유장해를 말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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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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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다’
목 또는‘라’
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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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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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가’
목,‘나’
목 또는‘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다’
목 또는‘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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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계약의```보상책임액
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
각각`계산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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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5 KB손해보험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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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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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합의ㆍ절충ㆍ중재ㆍ소송의 협조ㆍ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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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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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6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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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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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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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ㆍ사용ㆍ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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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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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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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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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
이라 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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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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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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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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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이하「여행 도중」
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
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 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정일 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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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
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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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여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일분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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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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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망ㆍ후유장해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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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계약해지의 효력)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및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제2항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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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이하“사고”
라 합니다)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원씩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항공기의 납치라 함은,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폭력이나 폭행의 위협으로서 항공기를 탈취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12시간에 그러한 지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 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제3조(다른 보험과의 관계)
이 특별약관과 유사한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가질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혹은 그의 법정상속인이 선정하는 하나의
계약에서만 보상하며, 회사는 그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미
납입된 해당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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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탑승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항공기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항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 제1호에서「항공기사고」
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
구내에서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행장구내」
란
비행기 탑승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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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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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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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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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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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 미 이 계 약 에 서 후 유 장 해 보 험 금 지 급 사 유 에 해 당 되 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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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위험 특별약관(Ⅰ)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의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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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위험 특별약관(Ⅱ)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의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모터보트, 자동차, 항공기, 자전거, 동물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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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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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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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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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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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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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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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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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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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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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해외여행을 회사가 제4조(해외여행자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①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 및
국외여행업자
②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제1항에 정한 1,2,3종 단체의 대표
※피보험자
①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국외여행자
② 1, 2, 3종 단체 소속의 국외여행자
제2조(계약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여행자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4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험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1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4조(해외여행자의 통지)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별지」의 해당사항을
서면통지(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별지」
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에 시작되며, 다만 우편통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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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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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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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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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및환급보혐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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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입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를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당해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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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입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이하
“본인”
이라 합니다) 및 다음의 가족을 보통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미혼자녀
② 제1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부부가입 특별약관, 가족가입 특별약관에서 정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는 양부모를 포함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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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특약”
)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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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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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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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담보종목)
회사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
이내의 담보종목으로 구성합니다. 계약자는 이들 2개 담보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구성항목의 해외 및 국내치료비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종목

세부구성
항목

보상하는 내용

상
해
의
료
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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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병
의
료
비

상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 입원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내 상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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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국 입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내 질병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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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세부구성
종목
항목

(1)
상
해
의
료
비

해외

보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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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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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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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세부구성
종목
항목

(1)
상
해
의
료
비

(2)
질
병
의
료
비

보상하는 사항

국내

① 회 사 는 피 보 험 자 가 보 험 증 권 에 기 재 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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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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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은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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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세부구성
종목
항목

(2)
질
병
의
료
비

국내

보상하는 사항
① 회
 사 는 피 보 험 자 가 보 험 증 권 에 기 재 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다만,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함)’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함)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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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세부구성
종목
항목

(1)
상
해
의
료
비

해외

보상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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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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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세부구성
종목
항목

(1)
상
해
의
료
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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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사항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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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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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담보 세부구성
종목
항목

(1)
상
해
의
료
비

(2)
질
병
의
료
비

해외

보상하지 않는 사항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5.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국내

①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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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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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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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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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KB손해보험

보상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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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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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 포경(phimosis)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담보 세부구성
종목
항목

(2)
질
병
의
료
비

해외

국내

보상하지 않는 사항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6.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①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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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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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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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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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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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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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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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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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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해서는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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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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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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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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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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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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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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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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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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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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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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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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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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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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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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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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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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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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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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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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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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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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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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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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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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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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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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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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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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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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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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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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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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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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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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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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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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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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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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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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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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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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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1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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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32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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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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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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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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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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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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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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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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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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용어의정의
용어
계약

정 의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기간
회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계약에서 정한 대상이 되는 위험이 보장되는 기간
보험회사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상해
상해
보험계약
의사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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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 의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
과의원·한의원및조산원으로 구분됨(해외의료기관은 제외)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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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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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 건소, 보 건의 료원 및 보건 지소 등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을 말함

입원
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cast),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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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 의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포함)

외래제비용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cast),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

외래수술비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

처방조제비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를 말함

통원의료비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됨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말함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
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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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 의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보상대상
의료비
보상책임액

다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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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구분

보상하는 사항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상
해
입
원

구분

보상금액

입원
실료,
입원제
비용,
표 입원
준 수술비
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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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상급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병실료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차액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입원
실료,
입원제
비용,
선 입원
택 수술비
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다만,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상급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병실료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차액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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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는 사항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1)
상
해
입
원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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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났거나,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입원한 경우는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장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90일)
(365일)

계약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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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원일
(2014.3.1)

(2015.2.28)
(2015.5.29)
(2016.5.28)
2015.3.1부터 2015.5.30부터 2016.5.29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보상제외

구분

보상하는 사항

(1)
상
해
입
원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2)
상
해
통
원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 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비급여주1)’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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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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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는 사항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
방
조
제
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외
래
제
비
용
및
외
표 래
준 수
형 술
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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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외
래

(2)
상
해
통
원

항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구분

보상하는 사항
구분
외
래
(

(2)
상
해
통
원

외
래
제
비
용
및
외
선 래
택 수
형 술
비
합
계

항

목

공제금액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처
방
조
제
비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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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는 사항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1년)
(1년)
(1년)

계약일
(2014.1.1)

(2)
상
해
통
원

계약해당일
(2015.1.1)

계약해당일
(2016.1.1)

추가보상
(180일)

계약해당일
(2016.12.31)

보상종료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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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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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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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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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분

(3)
질
병
입
원

보상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입원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실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제
제외)’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비용,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입원
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준 수술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형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상급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병실료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차액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입원
실료,
입원제
비용,
선 입원
택 수술비
형
상급
병실료
차액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다만,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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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
질
병
입
원

보상하는 사항
주)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④ 회사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까지 보상합니다. 다만, 하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났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장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90일)
(365일)

계약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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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원일
(2014.3.1)

(2015.2.28)
(2015.5.29)
(2016.5.28)
2015.3.1부터 2015.5.30부터 2016.5.29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보상제외

구분

보상하는 사항

(3)
질
병
입
원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회사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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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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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이 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4)
질
병
통
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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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
질
병
통
원

보상하는 사항
구분

보상한도

외래

방문1회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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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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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는 사항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목

공제금액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
방
조
제
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외
래
(

(4)
질
병
통
원

항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외
래
제
비
용
및
외
표 래
준 수
형 술
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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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는 사항
구분
외
래
(

(4)
질
병
통
원

외
래
제
비
용
및
외
선 래
택 수
형 술
비
합
계

항

목

공제금액

1만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2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처
방
조
제
비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동일회사 계약의 자동갱신 또는
재가입의 경우 종전계약의 보험기간 연장으로 간주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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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는 사항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1년)
(1년)
(1년)

계약일
(2014.1.1)

(4)
질
병
통
원

계약해당일
(2015.1.1)

계약해당일
(2016.1.1)

추가보상
(180일)

계약해당일
(2016.12.31)

보상종료
(2017.6.29)

③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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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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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⑥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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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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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는 사항

(4)
질
병
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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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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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않는 상해의료비
구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
해
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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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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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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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ㆍ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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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상
해
입
원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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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
상
해
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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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KB손해보험

구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상
해
통
원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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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ㆍ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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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상
해
통
원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그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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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ㆍ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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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상
해
통
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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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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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않는 질병의료비
구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질
병
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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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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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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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질
병
입
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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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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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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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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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상하지 않는 사항

(2)
질
병
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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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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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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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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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질
병
통
원

보상하지 않는 사항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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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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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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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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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 합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된 날로부터 이 추가특별약관은 해지되며 회사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장내용)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의료비는
이 추가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47 KB손해보험

해외발생 질병 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담보종목 중에서 (2) 질병의료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보험금은 1사고마다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 중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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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외국어 회화
가. 의사에게 서류를 청구할 때의 요령
의사선생님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영 어

To the attending physician
Please issue a doctor's diagnosis and specification
of medical treatment together with a receipt for expedious
handling of my claim by the insurance company.

ㆍ독 어

Sehr geehrter Herr Doktor
Wir qaeren Ihnen sehr verbunden, wenn Sie
Uns zur alsbaldigen abrechnung der
Versicherungsleistungen eine Aufstellung Ihrer
Leistungen mit Diagnose und Ihre
Liquidation aussenden wuerden.

ㆍ불 어

Au médecin
Delivrez, s'il vous plait, le diagnostic et la description précise du
traitment médical avec le recu pour qu'une dimande paiement
puisse être adresse rapidement à la compagnie d'assurance.

ㆍ스페인어 Estimado Doctor
Mucho le agradeceremos se sirva
Expedirnos un certificado medico con sus
Especificaciones gunto con el recibo do
Bago para presentarlo a la oficina de
Seguros para fu correspondients reclamo Atene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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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병에 관한 간단한 영어회화
1. 의사를 불러 주십시오. (Please call a doctor.)
2. 설사를 했습니다. (I have diarrhea.)
3.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I am not feeling well.)
4. 한기가 납니다. (I have chills.)
5. 열이 있습니다. (I have a fever.)
6. 두통이 납니다. (I have a headache.)
7. 현기증이 납니다. (I feel dizzy.)
8. 복통이 납니다. (I have a stomachache.)
9. 시름시름 아픕니다. (I have a crampy pain.)
10. 쿡쿡 찌르듯이 아픕니다. (I have a sharp pain.)
11. 온 몸이 쑤십니다. (I ache all over.)
12. 통증을 참기가 매우 힘듭니다. (I can hardly stand pain.)
13.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It seems to be getting worse.)
14. 어디가 나쁜 것일까요? (What is wrong with me?)
15. 시종 변함이 없습니다. (I am not feeling any better.)
16. 지금까지 수일 동안 아팠습니다.
(It's been bothering me for several days now.)
17.조금 좋아 졌습니다. (I am a little better.)
18.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합니까?
(How long will I have to stay in bed?)
19. 예정대로 여행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Is is all right for me to continue my journey on schedule?)
20. 비행기는 타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Is it all right for me to fly?)
21.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I feel much better.)
22.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겠습니까? (Could I get certificate of diagnosis?)
23. 치료비 명세서를 발급해 주시겠습니까? (Could I get a bill statement?)
24. 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겠습니까? (Could I get a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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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상 및 질병에 관한 용어
가슴쓰림

Heartburn

감각마비

Paralysis

감기

Cold

견비통

Stiffness in the shoulder

경련

Convulsion

골절

Fracture

과로

Over work

과식

Overeat

과음

Over drink

관절통

Arthralgia

구역질

Nausea

구토

Vomiting

귀 울림

Ringing in the ear

귀아리(이통)

Earache

귓밥(귀지)

Ear discharge

근육통

Muscular pain

기침

Cough

농요

Pyuria

눈꼽

Eye discharge

눈물이 나다

Tearing

눈의 이물

Foreign body in the eye

눈이 침침하다 Blurred

담(가래)

Sputum

동이, 동계

Palpitation

두드르기

Urticaria

딸꾹질

Hiccup

맥박이 빠름

Tachycardia

메스꺼움

Nausea

목이 쉼

Hoarse voice

목소리가 안나옴 Loss of voice
발열

Fever

발진

Eruption

발한

Sweat

배통

Back pain

부정맥

Arrhythmia

불면증

Insomnia

빈맥

Palpitation

서맥

Bradycardia

손끝이 떨리다

Tremor

숨이 참

Short of breath

시력장애

Visual disturbance

식욕부진

Anorexia

식은땀

Cold sweat

식중독

Food poisoning

어깨강직

Shoulder pain

언어장해

Speech disturbance

염좌

orsion

외상

External wounds

요통

Lumbago

울화증

Heartburn

인후통

Sore throat

임질

Gonorrhea

자상

Sting

재채기

Sneeze

절상

Cut

종기

Furuncle

청각장해

Difficulty in hearing

충치

Dental caries

치질

Hemorrhoids or piles

치통

Tooth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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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막힘

Nose obstruction

코피

Epistaxis

콧물

Running nose

타박상

Contusion

탈구

Dislocation of joint

트림

Belch

편두통

Migraine

피로, 권태

Tiredness

하복부통

Low abdominal pain 현기증

Dizziness

현기증을 느낌 To feel faint

혈뇨

Hematuria

혈변

Bloody stool

혈토

Hematoemesis

형토

Hematoemesis

호흡곤란

Dyspnia

환각

hallucination

흉통

Chest pain

가정의학과

Family medicine

소아과

Pediatrics

내과

Internal medicine

신경외과

Neuro surgery

마취과

Anesthesiology

안과

Ophthalmitcs

방사선과

Radiology

외과

Surgery

병리학과

Pathology

이비인후과

ENT(ear nose throat)

부인과

Gyneocology

재활의학과

Rehabilitation clinic

비뇨생식

Genito-urinary

정신과

Psychiatric

산과

Obstetrics

정형외과

Orthopaedics

성형외과

Plastic surgery

치과

Dental clinic

라.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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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차대조표
GMT
런
던
ㆍ
마
드
리
드

로
마
ㆍ
베
를
린
ㆍ
파
리

카
이
로
ㆍ
아
테
네

바
그
다
드

카
라
치
ㆍ
캘
커
타

랑
군

방
콕

홍
콩
ㆍ
북
경
ㆍ
마
닐
라

서
울
ㆍ
동
경

시
드
니
ㆍ
맬
버
른

사
모
아
ㆍ
미
드
웨
이

호
놀
룰
루

시
애
틀
ㆍ
샌
프
란
시
스
코

피
닉
스
ㆍ
덴
버

시
카
고
ㆍ
맥
시
코
시
티

뉴
욕
ㆍ
마
이
애
미

리
오
데
자
네
이
로

-9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8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7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6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4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한국 +1 -20 -19
23 24 1
4
5
24 1
2
5
6
1
2
3
6
7
2
3
4
7
8
3
4
5
8
9
4
5
6
9 10
5
6
7 10 11
6
7
8
11 12
7
8
9 12 13
8
9 10 13 14
9 10 11 14 15
10 11 12 15 16
11 12 13 16 17
12 13 14 17 18
13 14 15 18 19
14 15 16 19 20
15 16 17 20 21
16 17 18 21 22
17 18 19 22 23
18 19 20 23 24
19 20 21 24 1
20 21 22 1
2
21 22 23 2
3
22 23 24 3
4

-17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16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15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14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9
10
11

※ 현지시간이 굵은체의 숫자(시간)일 때는 한국은 그 다음날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써머타임」
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시간이 1시간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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