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장기110세헤아림간병보험1404
장기간병비보장에 소득보장까지 더한 보험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
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
지 않으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기재
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일 거
짓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
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청약서 기재사항 변
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이 뚜
렷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
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
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
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
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
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
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
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
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
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계약자의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인터넷 www.nhfire.
co.kr→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
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
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당사 고객 콜센터 ☎1644-9000

주 1)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률)은(2014년 4월 8일 현재)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등을 차감한 보험료)를 보장성공시이율(2)(2014. 4월 현재 3.7%)로 부리적
립한 금액으로 공시이율의 변동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주 2) 상기 예상환급금은 백원미만 절사금액입니다.

110-151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85번지
농업협동조합 건물 신관 http://www.nhfire.co.kr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번호 : 준법 2014-128
제작 : 마케팅전략부(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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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집중보장설계, 남자 40세, 상해 1급, 100세 만기, 20년 월납, 5만원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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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치매유병률조사’>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18%(540,755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이며, 매 20년 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장기적 간병과 요양이 필요하여 그 경제적 부담감이 더욱 크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수 추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 절차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수급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
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3개 등급으로 판정함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담보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장기요양진단비(1급)

장기요양간병비
(1급, 연지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20%×5년
(최초 1회한)

담보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장기요양진단비
(1~2급)

장기요양간병비
(1~2급, 연지급형)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
(80%이상, 연지급형)

일반상해후유장해
(50%이상, 연지급형)

질병후유장해
(80%이상, 연지급형)

질병후유장해
(50%이상, 연지급형)

5대골절진단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로 5대골절 발생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5년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로 5대골절 발생 후 수술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질병사망

5대장기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질병으로 사망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가입금액X10년

가입금액X10년

가입금액X10년

가입금액X10년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관절

지 정 대 리
청구서비스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시 계약자에게‘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01

02

03

선택계약

기본계약

보/장/소/개/

상품특징

■보험기간 - 80세 ┃ 90세 ┃ 100세 ┃ 110세 만기
(단, 질병사망, 5대장기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는 80세 만기로 가입 가능합니다)

■납입기간 - 일시납┃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납입주기 - 월납 ┃ 연납 ┃ 일시납

■가입연령 - 20세 ~ 최고 70세

■보장성 공시이율(2)(3.7% 금리연동형)■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1.5%

무배당

장기110세헤아림간병보험1404

가입안내

적용이율

■소득보장 + 노후간병비 의 합리적 설계 가능
•장해발생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을 10년간 지급(해당 특약 가입시)
•국민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 등급 판정시 지급

■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비갱신형으로 110세까지 보장하는 간병보험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 110세 만기 등 설계 가능

■보험료 납입면제 :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할인 
① 계약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가 부모일 경우 납입보험료 1% 할인

(중복할인 가능) 
② 계약자가 NH농협손해보험 장기보험의 가입고객이고 

만 65세 이상일 경우 납입보험료 1% 할인

구 분 담 보 명 보장금액만기연령

기본계약

선택계약

장기요양진단비(1급)

장기요양간병비(1급, 연지급형)

장기요양진단비(1~2급)

장기요양간병비(1~2급, 연지급형)

일반상해사망

1,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400만원

3,000만원

X5년 X5년

100

100

100

100

100

※ 세부 보장내용은 약관 및 보장소개 참조

[기준 : 남자 40세, 상해 1급, 20년납, 월납, 100세 만기]

[50세 남자, 월납 8만원]

구 분 담 보 명 보장금액만기연령

기본계약

선택계약

장기요양진단비(1급)

장기요양간병비(1급, 연지급형)

장기요양진단비(1~2급)

장기요양간병비(1~2급, 연지급형)

일반상해사망

1,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400만원

3,000만원

100

100

100

100

100

※ 세부 보장내용은 약관 및 보장소개 참조

|가입예시 | 

[기준 : 남자 50세, 상해 1급, 20년납, 월납, 100세 만기]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     계

공시이율 표준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40년

50년만기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률) 예시

▶ 간병 집중 보장 설계 _ 40세 남자 ▶ 간병 집중 보장 설계 _ 50세 남자

960,000

2,880,000

4,800,000

19,200,000

19,200,000

97,300

1,859,300

3,745,700

35,633,900

18,215,500

97,000

1,857,500

3,740,500

34,901,800

16,833,700

10.14

64.56

78.04

185.59

94.87

10.11

64.50

77.93

181,78

87.68

95,000

1,839,600

3,689,500

29,550,900

7,635,700

9.90

63.68

76.87

153,91

39.77

주1) 상기 예상 환급금(률)은(2014년 4월 8일 현재) 이 계약의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등을 차감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공시이율
(2014년 4월 현재 3.7%)로 적립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저보증
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주2) 상기 예상환급금은 백원미만 절사금액입니다.

[40세 남자, 월납 5만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     계

공시이율 표준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50년

60년만기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률) 예시

600,000

1,800,000

3,000,000

12,000,000

12,000,000

66,000

1,168,100

2,353,100

30,208,300

10,410,000

65,900

1,167,300

2,351,100

29,659,400

9,436,300

11.00

64.89

78.44

251.74

86.75

10.99

64.85

78.37

247.16

78.64

65,100

1,160,200

2,330,800

26,005,300

3,521,100

10.85

64.46

77.70

216.71

29.34

주1) 상기 예상 환급금(률)은(2014년 4월 8일 현재) 이 계약의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등을 차감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공시이율
(2014년 4월 현재 3.7%)로 적립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저보증
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주2) 상기 예상환급금은 백원미만 절사금액입니다.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