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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빗님을 위한 
 보험 보장 분석 리포트



이해빗님의
 보험 계약 분석

보유계약

16건
보장성 보험

11건
저축성 보험

4건
미분류

1건

연간 연금저축 보험료

5,268,000원
세액공제 한도

400 만원

보험료 분석 월 평균 보험료  1,305,099원

납입 완료 보험료  110,219,287원

납입 예정 보험료  94,792,168원
총 보험료

 (납입 완료 + 납입 예정)  205,011,455원

보험 계약
 현황 분석

보장성 보험 :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가능한 보험은 11건 입니다.

연금보험 :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인 보험은 1건 입니다.

연금 저축보험 : 연말에 세액 공제가 가능한 보험은 3건 입니다.

저축보험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은 0건 입니다.

절세 상품
 분석

 연간 연금저축 보험료 4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고객님은 연금저축 보험을 년간 5,268,000원을 납입합니다.
 ( 99,000 + 90,000 + 250,000 ) * 12개월 = 5,268,000

추가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면 연금보험또는 저축보험을 가입하세요.

 보험료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이 2건 있습니다.



구분 회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기간 보험료 기간 납입 정보 납입총액

보장성

 
건강/상해

KB손해보험 (무)LIG생활보장보험 이해빗 이해빗
2010-11-15 부터

 2082-11-15 까지
매월납

 55,200원
10년 6,624,000원

보장성

 
건강/상해

교보라이프플

래닛생명보험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만
기100%환급형,비흡연체)

이해빗 이해빗
2014-04-28 부터

 2059-04-28 까지
매월납

 143,600원
10년 17,232,000원

보장성

 
건강/상해

교보라이프플

래닛생명보험
(무)m3대암보험(3년만기형) 이해빗 이해빗

2019-09-04 부터
 2022-09-04 까지

일시납
 8,125원

일시납 8,125원

보장성

 
건강/상해

메리츠화재보

험

(무) 메리츠 케어프리보험M-
Basket1407 생활케어프리

이해빗 이해빗
2014-07-03 부터

 2079-07-03 까지
매월납

 83,450원
20년 20,028,000원

저축성

 
연금저축

메리츠화재보

험

(무)메리츠 케어프리M-
Basket1209연금저축은퇴케
어프리

이해빗 이해빗
2012-10-11 부터

 2049-10-11 까지
매월납

 99,000원
10년 11,880,000원

저축성

 
연금저축

메리츠화재보

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1204 이해빗 이해빗

2012-08-21 부터
 2044-08-21 까지

매월납
 90,000원

22년 23,760,000원

보장성

 
건강/상해

메리츠화재보

험

무배당 The즐거운 시니어보장
보험1404(1종)

이해빗 이해빗
2014-06-26 부터

 2079-06-26 까지
매월납

 100,000원
10년 12,000,000원

보장성

 
건강/상해

메리츠화재보

험

무배당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
험1404(2종)

이해빗 이해빗
2014-06-30 부터

 2079-06-30 까지
매월납

 114,000원
20년 27,360,000원

이해빗님의
 보험 계약 리스트  

보유 계약 : 16건, 보장성 보험 : 11건, 저축성 보험 : 4건

납입완료 6,127,200원
납입예정 496,800원

납입완료 9,908,400원
납입예정 7,323,600원

납입완료 8,125원
납입예정 0원

납입완료 5,591,150원
납입예정 14,436,850원

납입완료 8,712,000원
납입예정 3,168,000원

납입완료 8,010,000원
납입예정 15,750,000원

납입완료 6,700,000원
납입예정 5,300,000원

납입완료 7,638,000원
납입예정 19,722,000원



구분 회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보장기간 보험료 기간 납입 정보 납입총액

저축성

 
연금저축

삼성생명보험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1.0(일
반용)

이해빗 이해빗
2010-08-27 부터

 9999-12-31 까지
매월납

 250,000원
10년 30,000,000

보장성

 
건강/상해

삼성생명보험 미니암보험1.0(무)_2종 이해빗 이해빗
2019-08-16 부터

 2022-08-16 까지
일시납

 12,970원
일시납 12,970

보장성

 
자동차

삼성화재해상

보험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이해빗 이해빗 0원 0

보장성

 
자동차

삼성화재해상

보험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이해빗 이해빗 0원 0

보장성

 
건강/상해

삼성화재해상

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
강보험(1904.5)(자동갱신형)

이해빗 이해빗
2019-05-23 부터

 2034-05-23 까지
매월납

 23,230원
15년 4,181,400

보장성

 
건강/상해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실속더한 든든보장보험
1904

이해빗 이해빗
2019-05-27 부터

 2069-05-27 까지
매월납

 86,089원
20년 20,661,360

미분류

 
AIG손해보험

무배당 AIG소문난 New 암보
험1901(순수보장형(1종))

이해빗 이해빗
2019-01-07 부터

 2029-01-07 까지
매월납

 10,530원
10년 1,263,600

저축성

 
연금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무)언제나플러스연금보험 이해빗 이해빗

2010-08-24 부터
 9999-12-31 까지

매월납
 250,000원

10년 30,000,000

이해빗님의
 보험 계약 리스트  

보유 계약 : 16건, 보장성 보험 : 11건, 저축성 보험 : 4건

납입완료 28,250,000원
납입예정 1,750,000원

납입완료 12,970원
납입예정 0원

납입완료 0원
납입예정 0원

납입완료 0원
납입예정 0원

납입완료 185,840원
납입예정 3,995,560원

납입완료 688,712원
납입예정 19,972,648원

납입완료 136,890원
납입예정 1,126,710원

납입완료 28,250,000원
납입예정 1,750,000원



구분 합계 (총 16건)
KB손해보험

 (무)LIG생활보장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무)라이프플래닛e정기보험(만기

100%환급형,비흡연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무)m3대암보험(3년만기형)

메리츠화재보험
 (무) 메리츠 케어프리보험M-

Basket1407 생활케어프리

계약
 정보

월 보험료 1,326,194 55,200 143,600 8,125 83,450

계약일 ~ 종료일 2010-11-15 ~ 2082-11-15 2014-04-28 ~ 2059-04-28 2019-09-04 ~ 2022-09-04 2014-07-03 ~ 2079-07-03

사망
질병사망 231,500,000 0 100,000,000 0 60,000,000

상해사망 411,500,000 100,000,000 100,000,000 0 100,000,000

장해
질병후유장해(3%) 0 0 0 0 0

상해후유장해(3%) 0 0 0 0 0

진단비

일반암 145,000,000 0 0 0 0

뇌혈관질환 10,000,000 0 0 0 0

허혈성심장질환 10,000,000 0 0 0 0

뇌졸중 61,000,000 0 0 0 30,000,000

뇌출혈 61,000,000 0 0 0 30,000,000

급성심근경색 41,000,000 0 0 0 30,000,000

실손 가입 가입 가입

요양

장기간병(1,2,3급) 0 0 0 0 0

장기간병(1,2급) 0 0 0 0 0

장기간병(1급) 45,000,000 0 0 0 0

일당
질병입원 40,000 0 0 0 40,000

상해입원 40,000 0 0 0 40,000

치아 치과보철치료비 0 0 0 0 0

저축

연금보험 납입 28,250,000 0 0 0 0

연금저축보험 납입 44,972,000 0 0 0 0

저축보험 납입 0 0 0 0 0

이해빗님의 계약별 주요 보장



구분 합계 (총 16건)
메리츠화재보험

 (무)메리츠 케어프리M-
Basket1209연금저축은퇴케어

메리츠화재보험
 노후생활지킴이보험1204

메리츠화재보험
 무배당 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

험1404(1종)

메리츠화재보험
 무배당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

1404(2종)

계약
 정보

월 보험료 1,326,194 99,000 90,000 100,000 114,000

계약일 ~ 종료일 2012-10-11 ~ 2049-10-11 2012-08-21 ~ 2044-08-21 2014-06-26 ~ 2079-06-26 2014-06-30 ~ 2079-06-30

사망
질병사망 231,500,000 0 0 0 50,000,000

상해사망 411,500,000 0 0 0 100,000,000

장해
질병후유장해(3%) 0 0 0 0 0

상해후유장해(3%) 0 0 0 0 0

진단비

일반암 145,000,000 0 0 0 35,000,000

뇌혈관질환 10,000,000 0 0 0 0

허혈성심장질환 10,000,000 0 0 0 0

뇌졸중 61,000,000 0 0 0 0

뇌출혈 61,000,000 0 0 0 0

급성심근경색 41,000,000 0 0 0 0

실손 가입 가입

요양

장기간병(1,2,3급) 0 0 0 0 0

장기간병(1,2급) 0 0 0 0 0

장기간병(1급) 45,000,000 0 0 45,000,000 0

일당
질병입원 40,000 0 0 0 0

상해입원 40,000 0 0 0 0

치아 치과보철치료비 0 0 0 0 0

저축

연금보험 납입 28,250,000 0 0 0 0

연금저축보험 납입 44,972,000 8,712,000 8,010,000 0 0

저축보험 납입 0 0 0 0 0

이해빗님의 계약별 주요 보장



구분 합계 (총 16건)
삼성생명보험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1.0(일반
용)

삼성생명보험
 미니암보험1.0(무)_2종

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계약
 정보

월 보험료 1,326,194 250,000 12,970

계약일 ~ 종료일 2010-08-27 ~ 9999-12-31 2019-08-16 ~ 2022-08-16

사망
질병사망 231,500,000 0 0 0 0

상해사망 411,500,000 0 0 0 0

장해
질병후유장해(3%) 0 0 0 0 0

상해후유장해(3%) 0 0 0 0 0

진단비

일반암 145,000,000 0 0 0 0

뇌혈관질환 10,000,000 0 0 0 0

허혈성심장질환 10,000,000 0 0 0 0

뇌졸중 61,000,000 0 0 0 0

뇌출혈 61,000,000 0 0 0 0

급성심근경색 41,000,000 0 0 0 0

실손 가입 가입

요양

장기간병(1,2,3급) 0 0 0 0 0

장기간병(1,2급) 0 0 0 0 0

장기간병(1급) 45,000,000 0 0 0 0

일당
질병입원 40,000 0 0 0 0

상해입원 40,000 0 0 0 0

치아 치과보철치료비 0 0 0 0 0

저축

연금보험 납입 28,250,000 0 0 0 0

연금저축보험 납입 44,972,000 28,250,000 0 0 0

저축보험 납입 0 0 0 0 0

이해빗님의 계약별 주요 보장



구분 합계 (총 16건)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
보험(1904.5)(자동갱신형)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실속더한 든든보장보험

1904

AIG손해보험
 무배당 AIG소문난 New 암보험

1901(순수보장형(1종))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무)언제나플러스연금보험

계약
 정보

월 보험료 1,326,194 23,230 86,089 10,530 250,000

계약일 ~ 종료일 2019-05-23 ~ 2034-05-23 2019-05-27 ~ 2069-05-27 2019-01-07 ~ 2029-01-07 2010-08-24 ~ 9999-12-31

사망
질병사망 231,500,000 10,000,000 10,000,000 0 1,500,000

상해사망 411,500,000 10,000,000 0 0 1,500,000

장해
질병후유장해(3%) 0 0 0 0 0

상해후유장해(3%) 0 0 0 0 0

진단비

일반암 145,000,000 50,000,000 30,000,000 30,000,000 0

뇌혈관질환 10,000,000 0 10,000,000 0 0

허혈성심장질환 10,000,000 0 10,000,000 0 0

뇌졸중 61,000,000 20,000,000 11,000,000 0 0

뇌출혈 61,000,000 20,000,000 11,000,000 0 0

급성심근경색 41,000,000 0 11,000,000 0 0

실손 가입 가입

요양

장기간병(1,2,3급) 0 0 0 0 0

장기간병(1,2급) 0 0 0 0 0

장기간병(1급) 45,000,000 0 0 0 0

일당
질병입원 40,000 0 0 0 0

상해입원 40,000 0 0 0 0

치아 치과보철치료비 0 0 0 0 0

저축

연금보험 납입 28,250,000 0 0 0 28,250,000

연금저축보험 납입 44,972,000 0 0 0 0

저축보험 납입 0 0 0 0 0

이해빗님의 계약별 주요 보장



순위 보장항목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1 실손의료비 가입 가입 가입 가입 / 100세 가입 충분

2 질병사망 231,500,000원 221,500,000원 121,500,000원 300,000,000 / 80세 178,500,000원 부족 미흡

3 상해사망 411,500,000원 401,500,000원 301,500,000원 500,000,000 / 80세 198,500,000원 부족 양호

4 질병후유장해(3%이상)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 / 80세 70,000,000원 부족 미흡

5 상해후유장해(3%이상) 250,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0 / 80세 250,000,000원 부족 양호

6 암 진단비 145,000,000원 65,000,000원 65,000,000원 50,000,000 / 90세 15,000,000원 초과 충분

7 뇌혈관질환 진단비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 / 90세 20,000,000원 부족 미흡

8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 / 90세 20,000,000원 부족 미흡

9 장기간병요양 진단비(1~4급) 0원 0원 0원 50,000,000 / 90세 50,000,000원 부족 미흡

10 질병입원일당 4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 / 80세 60,000원 부족 미흡

11 상해입원일당 4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 / 80세 60,000원 부족 미흡

12 치과보철치료비 0원 0원 0원 2,000,000 / 80세 2,000,000원 부족 미흡

13 연금저축보험 월납 439,000원 0원 0원 월납 333,333 / 60세 105,667원 초과 충분

14 연금보험 월납 250,000원 0원 0원 월납 500,000 / 60세 250,000원 부족 양호

이해빗님의 보장분석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발생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고려한 우선 순위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충분 : 3건 (100% 이상)

양호 : 3건 (50% 이상 ~ 100% 미만)

미흡 : 8건 (50% 미만)

최소 필요 보장을 80세 기준 금액/기간 측면에서 비교



순위 보장항목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1 실손의료비 가입 가입 가입 가입 / 100세 가입 충분

2 암 진단비 145,000,000원 65,000,000원 65,000,000원 50,000,000 / 90세 15,000,000원 초과 충분

3 뇌혈관질환 진단비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 / 90세 20,000,000원 부족 미흡

4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 / 90세 20,000,000원 부족 미흡

5 장기간병요양 진단비(1~4급) 0원 0원 0원 50,000,000 / 90세 50,000,000원 부족 미흡

6 질병입원일당 4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 / 80세 60,000원 부족 미흡

7 상해입원일당 4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 / 80세 60,000원 부족 미흡

8 질병후유장해(3%이상)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 / 80세 70,000,000원 부족 미흡

9 상해후유장해(3%이상) 250,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0 / 80세 250,000,000원 부족 양호

10 연금저축보험 월납 439,000원 0원 0원 월납 333,333 / 60세 105,667원 초과 충분

11 연금보험 월납 250,000원 0원 0원 월납 500,000 / 60세 250,000원 부족 양호

12 치과보철치료비 0원 0원 0원 2,000,000 / 80세 2,000,000원 부족 미흡

13 질병사망 231,500,000원 221,500,000원 121,500,000원 100,000,000 / 80세 21,500,000원 초과 충분

14 상해사망 411,500,000원 401,500,000원 301,500,000원 100,000,000 / 80세 201,500,000원 초과 충분

이해빗님의 보장분석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치료비 및 치료 기간동안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고려한 우선 순위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충분 : 5건 (100% 이상)

양호 : 2건 (50% 이상 ~ 100% 미만)

미흡 : 7건 (50% 미만)

최소 필요 보장을 80세 기준 금액/기간 측면에서 비교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상해,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았을 때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상해의료비 : 입원, 통원(외래), 통원(처방조제)
질병의료비 : 입원, 통원(외래), 통원(처방조제)

기준 금액 산출 기준

실손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장 항목을 가입했는지 여부만 확
인하시면 됩니다.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 보장 항목으로 보장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 보장 항목으로 보장 
 (생명보험 일반사망 보장 항목의 경우,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사인 미상의 경

우에도 보장이 가능)

기준 금액 산출 기준

가장 부재시, 가구당 3년간 필요 금액은 약 2억 2,538만원으로 자녀수, 가구당 부채, 평균 생
활비를 감안했을 때 3년 평균 3억~5억 수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질병사망이나 상해사망 모두 충분한 보장금액을 가입하면 좋겠으나,
질병사망 보험료가 상해사망 보험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2개의 사망 보험을 적절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가입 가입 가입 가입 / 100세 가입 충분

부양가족 없음 가입 가입 가입 가입 / 100세 가입 충분

질병사망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231,500,000원 221,500,000원 121,500,000원 300,000,000 / 80세 178,500,000원 부족 미흡

부양가족 없음 231,500,000원 221,500,000원 121,500,000원 100,000,000 / 80세 21,500,000원 초과 충분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손해보험의 경우, 상해사망 보장 항목으로 보장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 / 재해사망 보장 항목으로 보장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은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보다 보장 범위가 넒음

 (생명보험 일반사망 보장 항목의 경우,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사인 미상의 경
우에도 보장이 가능)

기준 금액 산출 기준

가장 부재시, 가구당 3년간 필요 금액은 약 2억 2,538만원으로 자녀수, 가구당 부채, 평균 생
활비를 감안했을 때 3년 평균 3억~5억 수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질병사망이나 상해사망 모두 충분한 보장금액을 가입하면 좋겠으나,
질병사망 보험료가 상해사망 보험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2개의 사망 보험을 적절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
해지급률 만큼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장해지급률은 보험 약관에 정의됨
치매보험의 치매 판단 척도인 CDR척도를 기준으로 2점은 장해율 40%, 3점은 60%,
4점은 80%, 5점은 100%에 해당되어 질병후유장해 보장항목으로 보장 가능

기준 금액 산출 기준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가장이 소득을 벌기 어려워 이를 보충할 생활비가 필요하며, 또
한 장해의 특성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간병 비용이 발생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보장금액을 가입하면 좋겠으나, 보험사당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질병후유장해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보다 보험료가 비싸 2개의 후유장해 항목
을 적절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사망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411,500,000원 401,500,000원 301,500,000원 500,000,000 / 80세 198,500,000원 부족 양호

부양가족 없음 411,500,000원 401,500,000원 301,500,000원 100,000,000 / 80세 201,500,000원 초과 충분

질병후유장해(3%이상)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 / 80세 70,000,000원 부족 미흡

부양가족 없음 3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0 / 80세 70,000,000원 부족 미흡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지급률 만큼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장해지급률은 보험 약관에 정의됨
상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후유 장해가 남을 시 신체 부위별로 장해지급률을 합
산하여 계산함

기준 금액 산출 기준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가장이 소득을 벌기 어려워 이를 보충할 생활비가 필요하며, 또
한 장해의 특성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간병 비용이 발생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보장금액을 가입하면 좋겠으나, 보험사당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질병후유장해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보다 보험료가 비싸 2개의 후유장해 항목
을 적절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일반적으로 최초1회에 한해서 지급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금액의 10~50% 지급
암 진단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일로부터
91일 이후임

기준 금액 산출 기준

암 진단시 필요한 금액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산출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약물치료비 등 직접적인 치료 비용

해당 기간동안 경제 소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완치까지 필요한 비용

상해후유장해(3%이상)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250,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0 / 80세 250,000,000원 부족 양호

부양가족 없음 250,000,000원 250,000,000원 250,000,000원 500,000,000 / 80세 250,000,000원 부족 양호

암 진단비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145,000,000원 65,000,000원 65,000,000원 50,000,000 / 90세 15,000,000원 초과 충분

부양가족 없음 145,000,000원 65,000,000원 65,000,000원 50,000,000 / 90세 15,000,000원 초과 충분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뇌출혈 및 뇌졸중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금액의 50% 지급

기준 금액 산출 기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환자는 의료 이용시 직접비 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경제소득
손실 비용 등 간접비 영향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 소득계층의 하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보장 금액을 가입하면 좋겠으나, 보험사에서 보장금액을 낮게 가져가고
있는 보장항목으로 현재 해당 금액이 최선의 금액입니다.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급성심근경색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급성심근경색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금액의 50%
지급

기준 금액 산출 기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환자는 의료 이용시 직접비 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경제소득
손실 비용 등 간접비 영향으로 가계 수입이 줄어 소득계층의 하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보장 금액을 가입하면 좋겠으나, 보험사에서 보장금액을 낮게 가져가고
있는 보장항목으로 현재 해당 금액이 최선의 금액입니다.

뇌혈관질환 진단비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 / 90세 20,000,000원 부족 미흡

부양가족 없음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 / 90세 20,000,000원 부족 미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 / 90세 20,000,000원 부족 미흡

부양가족 없음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 / 90세 20,000,000원 부족 미흡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장기요양간병비를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자 또는 65
세 미만의 치매·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장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 1~4등급 보장항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 치매 관련 CDR척도 3~5는 장기요양등급 1~2 등급에 해당되고, CDR척도 1~2는 장기요양등급 3~4 등급에

해당됨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 : 경증 치매(45점 이상 ~ 51점 미만)

기준 금액 산출 기준

노인성 질환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최
소 3년정도의 간병비를 준비하는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것으
로 판단됩니다. 

  
5,000만원의 진단비는 월 138만원씩 36개월 정도 간병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기준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기준일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일 또는 3일로 정의
1년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80일 한도 내에서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기준 금액 산출 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생활이 중단이 되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손 보
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연봉을 365일로 나눴을 때 대략 일 1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소득이 필요하고, 간
병인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일 평균 1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장기간병요양 진단비(1~4급)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0원 0원 0원 50,000,000 / 90세 50,000,000원 부족 미흡

부양가족 없음 0원 0원 0원 50,000,000 / 90세 50,000,000원 부족 미흡

질병입원일당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4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 / 80세 60,000원 부족 미흡

부양가족 없음 4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 / 80세 60,000원 부족 미흡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기준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입원 1일당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기준일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일 또는 3일로 정의
되고 있음
1년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180일 한도 내에서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기준 금액 산출 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생활이 중단이 되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손 보
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연봉을 365일로 나눴을 때 대략 일 1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소득이 필요하고, 간
병인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일 평균 10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
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보철물당 연간 한도가 다르며, 보험계약일부터 90일 이후 부터 2년이내에는 평균
50%를 지급 받을 수 있음

기준 금액 산출 기준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와 같은 평균 치료비가 치아 또는 1악(턱)당 평균 100만원 이상으로
70세 기준 10개의 보철 치료가 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4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 / 80세 60,000원 부족 미흡

부양가족 없음 4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 / 80세 60,000원 부족 미흡

치과보철치료비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0원 0원 0원 2,000,000 / 80세 2,000,000원 부족 미흡

부양가족 없음 0원 0원 0원 2,000,000 / 80세 2,000,000원 부족 미흡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납입보험료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보험 상품으로
연금 지급시 연금 소득세는 발생함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계약에 따라 만 55세~80세 부터임
단, 총 급여 1.2억 초과 시 연간 300만원 한도
연말 정산 시 최대 60만원까지 환급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만원까
지 환급. 자세한 내용은 세법 참조)

기준 금액 산출 기준

은퇴 시기인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적정 생활비 264만원 중 월 100만원 정도를 개인
연금에서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40세 기준, 월 110만원*120회(10년납), 60세 연금 개시, 20년 확정 지급 상품 가입이 필요
합니다. 

 월 110만원 보험료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은 월 33만원
 연금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연금보험은 77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최소한 월 50만원을 준비하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

연금 개시 후 연금 지급 기간동안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연금 지급시 연금 소득세가 면제됨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임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계약에 따라 만 45세~80세 부터임
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①확정연금형 ②종신연금형 ③상속연금형 중 1개로
선택가능함

기준 금액 산출 기준

은퇴 시기인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적정 생활비 264만원 중 월 100만원 정도를 개인
연금에서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40세 기준, 월 110만원*120회(10년납), 60세 연금 개시, 20년 확정 지급 상품 가입이 필요
합니다. 

 월 110만원 보험료 중,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은 월 33만원
 연금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연금보험은 77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최소한 월 50만원을 준비하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월납 439,000원 0원 0원 월납 333,333 / 60세 105,667원 초과 충분

부양가족 없음 월납 439,000원 0원 0원 월납 333,333 / 60세 105,667원 초과 충분

연금보험 상세

부양가족 현재 70세 기준 80세 기준 최소필요보장 결과

부양가족 있음 월납 250,000원 0원 0원 월납 500,000 / 60세 250,000원 부족 양호

부양가족 없음 월납 250,000원 0원 0원 월납 500,000 / 60세 250,000원 부족 양호



질병사망, 상해사망, 질병후유장해(3%이상), 상해후유장해(3%이상)

30~50대 남성 조기 사망률 6명 중 1명 
 - 통계청 2017년 인구동향조사

10명 중 8명은 가장의 부재시 가족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 보험연구원 2018년 국내보험동향

가장 부재 시 남겨진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약 2억2,538만원
 1) 3년 평균 양육비 : 1인당 4,608만원

 2) 3년 평균 생활비 : 1억 1,488만원
 3) 가구당 평균 부채 : 7,022만원

 - 양육비 :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계부채 :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생활비 : 2017년 가계소비동향조사, 통계청

암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27.6%인 암이고, 심장질환은 10.8%, 뇌질환은 8.0%임 
 - 2017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의료기술 발달로 암 수술 후 생존율은 70.7%로 높아지고 있음
 96년~00년 : 44.0%, 01년~05년 : 54.0%, 06년~10년 : 65.2%, 11년~15년 :

70.7%
 - 국가암정보센터 2016년 국가별 암환자 생존율

암환자 1인당 경제적 부담금(진료비, 간병비, 생활비 포함)
 간암 6,622만원, 췌장암 6,371만원, 폐암 4,657만원, 담낭암 4,254만원, 위암

2,685만원
 - 2013년 국립암센터 발표

장기간병요양 진단비(1~4급)

노인의 투병 비용이 평균 3,228만원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8년 8월 조사 결과

- 평균 투병 기간 6.1년, 투병의 직간접 비용은 평균 3천228만원

- 의료비 47%는 자녀, 18% 보험금, 11% 금융자산, 9% 소득활동, 8% 부동산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2017년 임금근로자 평균연보 3475만원, 대기업 6460만원, 중소기업 3595만원
 -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자료

치과보철치료비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률 84%
 - 보건복지부 2013년 통계

잔존 치아 개수 30대 27.46개, 40대 26.45개, 50대 24.72개, 60대 22.58개, 70대
17.29개

 - 인간의 치아는 32개이지만 평균적으로 28개를 가지고 있음

- 2015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잔존 치아 개수 조사" 논문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평균 수명 남성 79세, 여성 85세
 - 통계청 2015년 간이생명표

월 생활비 최소 183만원, 적정 264만원
 -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기준 금액 산출 근거



구분

1. 3대 고액암 2. 5대 고액암 3. 10대 고액암 4. 일반암 5. 소액암(유사암)

범위 발병률 범위 발병률 범위 발병률 범위 발병률 범위 발병률

골수암 ● 0.3% ● 0.3% ● 0.3% ● 0.3% 0.3%

백혈병 ● 4.4% ● 4.4% ● 4.4% ● 4.4% 4.4%

뇌암 ● 0.7% ● 0.7% ● 0.7% ● 0.7% 0.7%

식도암 0.6% ● 0.6% ● 0.6% ● 0.6% 0.6%

췌장암 1.1% ● 1.1% ● 1.1% ● 1.1% 1.1%

담도 0.9% 0.9% ● 0.9% ● 0.9% 0.9%

담낭 0.5% 0.5% ● 0.5% ● 0.5% 0.5%

간암 4.1% 4.1% ● 4.1% ● 4.1% 4.1%

기관지 및 폐암 5.2% 5.2% ● 5.2% ● 5.2% 5.2%

일반암 47.5% 47.5% 47.5% ● 47.5% 47.5%

피부암 0.9% 0.9% 0.9% 0.9% ● 0.9%

갑상선암 19.8% 19.8% 19.8% 19.8% ● 19.8%

경계성종양 7.0% 7.0% 7.0% 7.0% ● 7.0%

제자리암 6.0% 6.0% 6.0% 6.0% ● 6.0%

합계 5.4% 7.1% 17.7% 65.2% 33.7%

암진단비
 가이드

발생확률과 보장범위가 넓은 
 일반암 진단비로 가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소분류(3단 상병) 통계, 2018년 암 진료환자 1,790,564명(2017년 1,669,082명)

특정암 발병률은 암 환자 (2018년 기준, 약 179만명) 대비 환자수의 비율입니다.

3대 고액암, 5대 고액암, 10대 고액암으로 분류하는 암의 종류는 고객님이 가입한 상품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 
 보험증권 또는 상품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병명
발생통계

 2017년
발생통계

 2018년
코드

뇌혈관질환
 (100%)

뇌졸중
 (68.8%)

뇌출혈
 (9.7%)

지주막하출혈 3.2% 31,539명 3.2% 33,779명 I60

뇌내출혈 5.5% 54,658명 5.4% 57,122명 I61

기타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1% 10,653명 1.1% 11,186명 I62

뇌졸중
 (58.7%)

뇌경색증 47.5% 474,635명 46.3% 486,639명 I63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8.1% 80,547명 8.8% 92,245명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3.5% 35,104명 3.7% 38,917명 I66

뇌졸중외
 (31.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병시되지 않는 뇌졸중

2.2% 21,668명 2.2% 22,631명 I64

기타 뇌혈관 질환 23.0% 229,607명 24.4% 256,265명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0.3% 3,258명 0.3% 3,418명 I6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5.7% 57,100명 4.7% 49,487명 I69

합계 998,769명 1,051,689명

뇌혈관질환
 가이드

발생확률과 보장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담보로 가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소분류(3단 상병) 통계

각 질병별 발병률은 뇌혈관 질환 환자 (2017년 기준, 약 100만명) 대비 환자수의 비율입니다.



구분 질병명
발생통계

 2017년
발생통계

 2018년
코드

심혈관질환
 (100%)

급성심근경색
 (11.4%)

급성심근경색 10.6% 99,647명 11.2% 109,802명 I21

후속심근경색증 0.1% 1,078명 0.1% 1,092명 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볍증

0.1% 544명 0.1% 576명 I23

급성심근경색 외
 (88.6%)

협심증 68.9% 645,365명 68.3% 667,456명 I20

기타 급성허혈성
 심장질환

0.5% 5,108명 0.5% 4,849명 I24

만성 허혈성 심장병 19.7% 184,711명 19.8% 194,000명 I25

합계 936,453명 977,775명

심혈관질환
 가이드

발생확률과 보장범위가 넓은
 허혈성심혈관질환 담보로 가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소분류(3단 상병) 통계

각 질병별 발병률은 허혈성 심혈관 질환 환자 (2018년 기준, 약 94만명) 대비 환자수의 비율입니다.



구분 시점 한도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비율/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400만원

4천만원 / 5.5천만원 이하 16.5% / 115.5만원

없음1억원 / 1.2억원 이하 13.2% / 92.4만원

1억원 / 1.2억원 초과 13.2% / 92.4만원

연금 소득세 연금 수령 1,200만원 이하 3.3% ~ 5.5%
비과세

 -10년 유지시
종합 소득세 연금 수령 1,200만원 이상 6.6% ~ 46.4%

기타 소득세 보험 해지 5년 이내면 부과 없음

판매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세금 혜택 받기위한 연금 개시 연령 만55세 이후 만 45세 ~ 만 80세

연금 가이드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가입

 그 외 여유자금은 연금보험으로 가입
 - 연금소득세는 10년 유지시 비과세 대상이고,

 - 연금소득 연간 1,200만원 초과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