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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보험”주요내용
Ⅰ. 보장 유형별 주요내용
□ 회사별 담보내용(2018년)
신분

구분

1억원 또는
1억5천만원
중
선택가입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의무주1)
가입

선택
가입(주2,3)

보험가입금액

각 사별 분담내용
현대해상

교직원공제

농협손보

DGB생명

DB손보

상해사망
1억원

2.5천만원

3.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상해후유장해
1억원

1.5천만원

3.5천만원

2천만원

질병사망
1억원

1.5천만원

3.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상해사망
1억5천만원

2.5천만원

3.5천만원

4천만원

3.5천만원

1.5천만원

상해후유장해
1억5천만원

1.5천만원

3.5천만원

4천만원

질병사망
1억5천만원

1.5천만원

3.5천만원

4천만원

암진단비
1천만원

1백만원

3백만원

입원의료실비
1천만원한도

1천만원

비급여 3대특약
350/250/300만원
한도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천만원

6천만원
4.5천만원

1.5천만원

6백만원

(주1) 암진단비의 경우 일반암 1천만원, 갑상샘/경계성종양 300만원, 제자리암/기타피부암 100만원임
(주2) 입원의료비 감면액 면책(단,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한 감면이며 그 감면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보상)
(주3) 기본형 입원의료비 + 비급여 3대 특약의 경우 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한 선택 자료에 의거 보상함
(추후 변경불가)
(필독!!) 상기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재직기간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퇴직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단체 소속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담보의 효력도 소멸하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가. 피보험자가 2018.02.28.로 퇴직한 경우 : 보험은 2018.02.28. 24시로 종료
나. 피보험자가 2018.03.01.로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 2018.03.02.부터는 전입한 기관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다. 재직 기간 중 사고 발생하여 퇴직 후 해당 사고 건으로 입원한 경우 : 퇴직일 이후 입원은
사고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면책
라. 재직 기간 중 암진단을 받고 퇴직 후 사망한 경우 : 퇴직일 이후 사망은 암진단과 상관없이
면책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 입원의료비 + 비급여 3대 특약(현대해상 담당)
※ 자기부담금
· 입원의료비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액의 10%,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액의 20%
(상급병실료는 1일 발생차액의 50%, 1일 10만원한도)
· 비급여 3대 특약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원의료비 보장내용
지 급 사 유

지 급

세 부

내 용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나머지 금액(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금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출산 및 한방 포함)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한도로
입원의료비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 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은 비급여 3대 특약으로 분류되어 입·통원 구분없이
보상함(단, 보상한도, 자기부담은 별도 설정)

주) 1.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2. 입원의료비는 입원을 필수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원하지 않고 발생한 의료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단, 비급여 3대 특약의 경우 입·통원
구분 없음)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3. 입원을 하더라도 치료와 직접관계 없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료비는 실손보상 상품으로 중복보상 되지 않습니다.
5. 입원 전후 입원을 위한 제반검사 및 진료 등을 외래로 시행한 경우 면책입니다.
※ 단, 비급여 3대 특약은 통원도 보상합니다.
6.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7. 백내장 등의 질병치료에 시력교정술(다초점렌즈 등) 비용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시력교정술은 면책(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2. 입원의료비보장의 구체적 보상방법
(1)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약관 발췌)
: 출산 입원은 특별약관으로 담보합니다.
- 상해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
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
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의 본인이 자의적인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 선박탑
승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
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
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
료의 구입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
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
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
부 보험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
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인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임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
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
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
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
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
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
질병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
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한방/치과 비급여, 출산 확장관련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한방 비급여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2. 치과 비급여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실손의료비
3. 출산
(1)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
(2) 출산이전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3)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 영양제 복용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2) 건강보험이외의 법률에 의해 영위되는 보험과의 관계
☞ 대한민국 국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치료비를 최우선하여 보상하는 공적보험제도가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건강보험, 산재(공무원연금보험포함)보험, 자동차보험으로 나뉘며 각
보험들은 의료비 지급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
☞ 민영보험사(공제포함)의 입원의료비는 위 세가지 공적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보상함
(도표)
입

민영보험사(공제포함) 입원의료비 부담

원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부담

산재보험 부담

자동차보험 부담

주) 위 4가지 보험간 중복보상은 없음(단, 산재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일부 보상됩니다.)
(3) 보상기간
☞ 보험기간 중 변동사항이 없는 직원의 경우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의료비
☞ 보험기간 중 퇴직 또는 전출시 : 보험기간 중(개시일부터 퇴직 또는
전출일까지) 발생한 입원의료비. 단, 퇴직 또는 전출시점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퇴원시까지의 입원의료비를 180일까지 보상
☞ 보험기간 중 신입 또는 전입시 : 신입 또는 전입하는 날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발생한 입원의료비
※ 퇴직 또는 전출시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보험담보가 종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3. 비급여 3대 특약 보장내용
(1) 비급여 3대 특약 주요내용 설명
1) 2017.04.01.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2) 단체보험은 2017.05.01.부터 적용
3) 현재 실손의료비에서 담보하고 있는 3가지 항목을 별도의 3대 특약으로 분리 운영
4) 분리 취지 :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 청구에 제어장치 마련
5) 특이사항 : 입원실비만 가입한 경우도 3대특약은 통원까지 확대 담보

< 특약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 및 의료쇼핑 제어장치(요약) >
구 분

현

행

개
기본형

특

입

구분
좌 동

원
동일질병상해당
·
최대 1천만원

보장한도

약

[입·통원 구분 없이]

급여 10%,
비급여 20%

자기부담

선

자기부담

특약➀

(도수치료 등)

특약➁

특약➂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max (2만원, 30%)

보장한도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보장횟수

50회

50회

未설정

※ 2017.03.22. 금융위 보도자료 발췌

< 특약 항목에 대한 보상내용 안내(요약) >
현

행

개 선
구

분

기본형

보장내용

상 세 설 명

대다수 질병·상해 현행 실손의 보장하는 진료행위 中 특약➀/➁/➂의 진료행위
에 대한 진료행위 를 제외하고 동일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
함)을 이용하여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도수치료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대다수 질병·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
(기본형+3개
특약의 보장
하는 진료행
위와 동일)

에 한함)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

특약➀
체외충격파치료

줄) 및 뼈의 치유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
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제외)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증식치료
특약➁

비급여 주사제

특약➂

비급여 MRI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주사제(주사 치료시 사용
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포함)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MRI검사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2) 비급여 3대 특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약관 발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
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
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
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
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
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
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
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
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
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
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
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
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
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
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
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비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
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비급여 주사료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
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
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
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
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
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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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
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
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
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
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
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
(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
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
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
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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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
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2.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사료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약제비 또는 조영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
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
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
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
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
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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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
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
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
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
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
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
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
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
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
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
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2018년 전라남도교육청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변동 사항
☞ 실손입원의료비 가입자의 3대 특약의 통원 부분 확대 효과
(사례1) 암이 의심되어 입원 전 MRI 촬영 후 입원을 개시한 경우
: 2017년 약관은 질병 통원의료비 미가입으로 면책이나 2018년은 3대 비급여 통원 확대로
보상됨(300만원한도 內)
(사례2)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경우 2017년 약관은 상해가 원인인
경우와 입원하여 시술 받은 경우만 담보하나 2018년 약관은 상해/질병, 입원/통원 모두
보상함(50회, 350만원한도 內, 단,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되어야 함.)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 암 진단
1. 지급사유 및 보장금액
구

분

암진단

지 급

사 유

보 장 금 액

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

) １천만원

갑상생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

) 3 백만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1회

) １백만원

주) 전이암과 재발암은 보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단근거
암 및 기타피부암 등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
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및 기타피부암 등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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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 담보
구

분

지 급

사 유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질병사망

지 급

금 액

선택안1) 1억원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선택안2) 1.5억원

□ 상해사망 담보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선택안1) 1억원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선택안2) 1.5억원

□ 상해후유장해 담보
구

분

지

급

사

유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후유장해보험금

3% ~ 79% 후유장해 발생시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지

급

금

액

1억원 또는 1.5억원
X 해당 장해지급률
(3%~79%)
80%이상의 장해발생시
선택안 일시지급

주1) 상해후유장해는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확정된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개시일
이후에 보험기간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은 해당보험사의 약관 별표의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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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금 지급관련 주요내용
☐ 보험금지급 Flow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

현대해상보험(주)
손해사정팀에 보험금청구서
및 청구서류 접수 제출
(의료비 FAX접수 가능)

농협손보,DGB생명,DB손보,
교직원공제회
각사별 담보별로
보험금청구서 배분

피보험자 개인 실명계좌로
입금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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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 서류
➡ 공통양식 : 1)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유첨양식
2) 본인 재직증명서
3)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 의료비 청구시엔 면제 가능
☞ 해당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 후, 실제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장항목

사유

공통양식 외 구비서류

비고

(입원의료비+3대특약입원)
1.입/퇴원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2.입(퇴)원 진료비계산서(급여/비급여구분)
*CT,MRI등의
3.진료비상세내역서(병원발행)
자의적 촬영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4.CT등을 한 경우 : 의사소견서
담보되지 않음
입원의료비
입원시 /
(3대특약 통원)
비급여 3대 특약 비급여 3대 특약에
*3대특약의 경우
-20만원미만의 소액 건
건에 따라 추가서
관한 치료를 받을 1.영수증
(FAX접수)
류를 요청할 수
2.진료비상세내역서(병원발행)
경우
있음(의사소견서
3.초진기록지
등)
-20만원이상인 경우
1.영수증
2.진료비상세내역서(병원발행)
3.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암 진단
(원본필요)

1.진단서(확정)
최초 암진단 확정시 2.조직검사결과지(방사선판독지)
3.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상해사망
사망
(원본필요)

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인한

(원본필요)

영구후유장해

1.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3.기본증명서-망자기준
4.혼인증명서-망자기준
5.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6.제적등본
7.대표수익자 지정시
– 위임장(위임자, 수임자 인감도장 날인)
8.인감증명서(위임자, 수임자들 각 1부)
9.법정상속인(들) - 개인정보동의서

*재직/경력증명서
첨부
*다수개인정보동의서
(보험금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상기와 동일 (단,2.사고증명서 제외)
1.후유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단, 운동장해 경우 AMA장해진단서
2.경력(재직)증명서
3.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
4.의무기록사본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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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별 문의처
보장내용

담당회사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현대해상

암진단비,

(대표보험사)

입원의료비

전화번호

팩스번호

콜센터

02-2181-2780~3

0507-774-6794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16층 현대하이라이프
기업손사센터(당산동4가, 동양타워빌딩) (우.07219)
지급보상팀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담당부서

02-767-0310, 0631

원본

교직원공제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63시티빌딩 6층

암진단비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지급보상팀 (우.07345)
법인사업부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DGB생명

암진단비

상해후유장해

원본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10층 DGB생명 법인사업부
보험금담당자앞(충정로3가, 동아일보사건물) (우.03737)

사고접수반
사망 및

02-2087-9362, 9418

1644-9666

원본

농협손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빌딩 9층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우.04505)

사고접수팀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899-4040

원본

동부화재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5길 10 동부화재빌딩 2층
사고접수팀 (우.55038)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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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用)
*용 도 : 피보험자(보험가입자) 사망 및 이에 따른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1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수 임 자
피보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험금 지급관련 계약사항

보 험 종 목

계

단체상해보험

약

자

전라남도교육청 (409-83-02794)

※ 수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 기재된 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권한
일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 년
성

명

(인)

월

일

주민등록번호

※각 위임자의 인감

위 임 자

증명서 첨부 및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문은 피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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