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1904) 

치매 진단비와 간병비를 하나로! 

1. 치매간병비를 평생 드립니다!(예정이율 확정금리 2.8%) 

• 중증치매 진단 후 매년 진단확정일 생존 시 간병비 매월 100만원 종신지급(3년 보증) 

2.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체계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3. 가입 나이확대와 다양한 보험만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4. 간편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5. 무해지 환급형 및 표준형으로 고객의 선택폭 확대! 

  • 5년이내 치매관련 질병이 없다면 만성질환, 암환자도 가입가능 
          (치매관련 질병: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구분 
무해지환급형 표준형 

남 여 남 여 

20세 27,200원    26,600원  36,300원    35,400원 

30세 34,800원    33,900원  46,800원    45,600원 

40세 44,700원    43,600원  60,700원    59,000원 

50세 58,100원    56,800원  79,000원    76,500원 

60세  77,300원    76,000원  103,500원    99,000원 

• 보험료 예시 

상품의 특징 

• 가입나이 20세 ~ 75세, 만기 85,90,95세 선택 

本 자료는 사내교육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객설명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외부유출을 엄금합니다.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간병비  매월 100 만원 (36개월 확정지급) 

경도치매(CDR척도 1졈) 

          300만원(최초1회한) 

중등도치매(CDR척도 2졈) 

          500만원(최초1회한) 

    중증치매(CDR척도 3졈) 

        2,000만원(최초1회한) 

간병자금 
3천6백만원 확정지급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 경도치매 및 중등도치매 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전 지급된 진단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제0000-E0000호(2019. 00. 00)]         

[가입금액 1,000만, 90세만기, 20년납, 기본형] 

※ 상기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만기시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 보험금지급기준 :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 ,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 간병비지급기준 :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중증 치매상태” 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치매보장 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경도/중등도/중증치매상태:CDR척도 검사결과 경도치매1점, 증등도치매2점, 중증치매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그상태가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이상의 호전이 불가한 상태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시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 무해지환급형이란?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대비 0%의 해지환급급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단 납입기간 완료 이후 해지시 표준형과 해지환급금 동일 
※ 상기예시는 교육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교육용,대 고객 안내자료로 사용불가 

※ 경도치매 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등도치매 진단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1904) 

本 자료는 사내교육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객설명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외부유출을 엄금합니다. 

유병력자도 세가지 질문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뇌관련 질환으로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증세(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뇌졸중, 외상성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상실,  
 노쇠(노령으로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세) 
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   ⑥ 투약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정신장애, 신경장애로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증세(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세) 
① 입원   ② 수술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5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5대 질병(치매, 뇌졸중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    

 
납입기간 內 사망시 책임준비금(예시)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50세, 20년납, 90세만기, 무해지환급형, 기본형(만단위 이하 절사) 

 

주요질병 인수기준 

(단, 완납후 사망시에는 해지환급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지급) 

本 자료는 사내교육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객설명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외부유출을 엄금합니다. 

병명 인수기준 병명 인수기준 

고혈압 가능 암기왕력자(뇌암제외) 가능 

당뇨 가능 백혈병 가능 

고지혈증 가능 만성 폐쇄성폐질환 가능 

심장질환 가능 천식 가능 

신장질환 가능 강직성 척추염 가능 

갑상선질환 가능 류마티스관절염 가능 

양성뇌종양 
(수술 有) 

가능 뇌동맥류(수술 有) 가능 

크론병 가능 공황장애 가능 

궤양성대장염 가능 우울(조울)증 가능 

베체트병 가능 수면제복용 가능 

B형,C형간염 가능 신경안정제복용 가능 

알콜성지방간 가능 뇌전증 가능 

뇌성마비 가능 장기이식 수여자 가능 

병명 인수기준 병명 인수기준 

파킨슨병 불가 버거씨병 불가 

인지장애 불가 동맥경화증 불가 

알츠하이머 불가 죽상경화증 불가 

알콜중독(의존)증 불가 뇌혈관폐쇄 및 협착 불가 

뇌졸중 불가 일과성대뇌허혈발작 불가 

뇌출혈 불가 양성 뇌종양(수술 無) 불가 

뇌경색 불가 뇌동맥류(수술 無) 불가 

악성뇌종양(뇌암) 불가 알콜성 간경화 불가 

기억상실 불가 알콜성 간염(입원 有) 불가 

정신분열증 불가 결절성다발동맥염 불가 

인지능력상실 불가 루푸스 불가 

말기신부전 불가 다발(성)경화증 불가 

교육용,대 고객 안내자료로 사용불가 준법감시인 심의필 번호[제0000-E0000호(2019. 00. 00)]         

사망시점 
(남자) 

기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비율(%) 

1년 61만원 46만원 76.5 

3년 184만원 147만원 80.8 

5년 307만원 260만원 85.6 

10년 697만원 693만원 99.5 

15년 1,045만원 1,212만원 115.9 

20년(완납) 1,394만원 1,884만원 135.2 

사망시점 
(여자) 

기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비율(%) 

1년 68만원 52만원 76.4 

3년 204만원 163만원 78.0 

5년 340만원 286만원 84.2 

10년 681만원 659만원 96.7 

15년 1,022만원 1,136만원 111.2 

20년(완납) 1,363만원 1,736만원 1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