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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
(갱신형)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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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이 필요한 치과치료비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관리비,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갱신형)으로 
한 번에 준비하세요.

• 자주하는 충전치료, 재료 상관없이 개수 제한 없이 치료비 보장

• 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크라운 치료와 보철치료 비용도 정액으로 보장 

•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관리 비용(스케일링/잇몸질환)도 꼼꼼히 보장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갱신형)

순수보장형임플란트 충전치료 신경치료크라운 

브릿지 보철치료 틀니 치아관리 비용스케일링

해당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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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치아보험이 필요한가요?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17,406,772명

2위 급성 기관지염 7,199,719명

3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6,748,986명

4위 치아우식 6,360,105명

5위 등통증 5,403,645명

6위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4,910,256명

7위 위-식도역류병 4,851,741명

치아질환은 발생 빈도가 높고,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높습니다.

외래다빈도 질환    1위 치은염 및 치주질환
     4위 치아우식 전체 치료비와 치과병원 치료비 본인 부담률 비교

전체 치료비 본인 부담률 치과병원 치료비 본인 부담률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다빈도상병통계, 202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20

■ 본인 부담         ■ 국민건강보험

35% 74%
6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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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치료하는 충전치료와
크라운 치료 보장 강화 

큰 돈이 필요한 보철치료도!
재해 시에는 감액 없이 100% 보장!1 2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갱신형)으로  
치과치료비는 물론 치아관리 비용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1)  주계약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기준, 충전치료 : 금, 도재(세라믹) : 24만원 / 아말감 : 1만원 
/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 8만원, 치료치아(유치,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해 연간 한도 없음

2)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기준,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치료치아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3)  주계약 10구좌 기준,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연간 한도 없음
4) 주계약 10구좌 기준, 연간 영구치 3개 한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치료 시 보장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영구치 발거 시 보장합니다.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충전치료, 크라운치료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발생 시 보장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기준, 임플란트 연간 3개 한도(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2)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기준, 브릿지 연간 3개(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틀니 연간 1회(보철물당 지급) 한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발생 시 보장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충전치료 최대 24만원 보장1)

• 크라운치료 40만원 보장2)

• 치수치료(신경치료) 2만원 보장3)

• 영구치 발거 2만원 보장4)

• 임플란트 50만원 보장1)

• 틀니 및 브릿지 25만원 보장2)

해당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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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예방을 위한 치아관리 비용
(스케일링/잇몸질환) 보장

최대 15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
최대 80세까지 갱신을 통해 보장!3 4

1)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기준,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2)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기준, 연간한도 없음
·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및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합니다.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 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 주요치주질환에 대한 정의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  주계약 및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15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15년 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1만원 보장1)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3만원 보장2)

• 15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장 15년 동안 보험료 동일

• 최대 80세까지 갱신으로 든든하게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갱신형)으로  
치과치료비는 물론 치아관리 비용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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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일반적으로 틀니를 말하며, 몇 개의 치아가 남아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국소의치(부분틀니)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총의치(완전틀니)로 구분됩니다.

• 임플란트 Implant

치아가 빠진 부위에 특수한 금속(티타늄)으로 만든 인공치근을 턱뼈에 심고, 뼈에 단단하게 고정되면 
그 위에 인공치관을 연결하여 치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치아와 치아 사이에 1개 이상의 치아가 주변의 치아를 기둥 삼아 다리를 놓듯 양쪽 치아와 없어진 치아를 
연결한 보철물을 말합니다.

• 충전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모양 및 기능을 복구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충전하는 직접충전과 치아의 손상된 부위의 본을 떠서 제작한 충전재료를 접착제로 치아에 
접착하는 간접충전이 있습니다.

• 크라운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겨 남은 치아가 아주 적을 경우나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치수치료
흔히 신경치료로 불리며, 치아 내부에 있는 연조직인 
치수가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인해 감염되거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 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존치료 보철치료 

Crown

치관

치근

법랑질

상아질

치수

백악질

근관

치조골

치은(잇몸)

치아상실 인공치근 장착 인공치관 장착

치아상실 주변치아 삭제 브릿지 제작 브릿지 장착

국소의치 총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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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특약에서 보장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부적인 치료의 방법에 따라 치료 1회당, 치아 1개당 또는 1/3악*당 지급합니다. 
세부적 치료 방법 및 지급 기준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치과치료 

1/3악 1/3악

1/3악

① 중절치
         [Central incisor]

② 측절치
         [Lateral incisor]

③ 견치
         [Cuspid]

④ 제1소구치
         [1st Bicuspid]

⑤ 제2소구치
         [2nd Bicuspid]

⑥ 제1대구치
         [1st Molar]

⑦ 제2대구치
         [2nd Molar]

⑧ 제3대구치
         [3rd Molar]

앞니
[Incisor] 전치
송곳니
[Cuspid]

앞어금니
[Bicuspid]

뒷어금니
[Molar]

사랑니/지치(智齒)
[Wisdom Teeth]

영구치 발거치료 

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1/3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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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의 세목

무배당 뉴 이 좋은 치아보험(갱신형)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15년 만기 전기납 6세 ~ 65세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갱신계약

15년 만기

전기납

21세 ~ 65세

14년 만기 66세

13년 만기 67세

12년 만기 68세

11년 만기 69세

10년 만기 70세

9년 만기 71세

8년 만기 72세

7년 만기 73세

6년 만기 74세

5년 만기 75세

4년 만기 76세

3년 만기 77세

2년 만기 78세

1년 만기 79세

·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15년 만기로 최초 가입 후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부가가능 특약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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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주계약, 10구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금, 도재(세라믹)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6만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2만원

아말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천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2만 5천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5만원

크라운치료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 1개당 지급,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만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20만원

치수치료(신경치료)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2만원

영구치발거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2만원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영구치발거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지급액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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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구분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 한도)

1만원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3만원
[약관<별표2>"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함]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
(갱신형)

가철성의치(틀니)
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2만 5천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5만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12만 5천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25만원

임플란트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연간 3개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25만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후 : 50만원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
(갱신형)

충전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에 대해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다만, 아말감을 충전치료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제외)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1개당 지급)

금, 도재(세라믹)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6만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12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만 5천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3만원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
(갱신형) 크라운치료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치아 1개당 지급, 치료치아(유치, 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 한도)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만원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 20만원 

부가특약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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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치료를 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 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무) 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특약의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및 임플란트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지급액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보철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무) 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지급액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무) 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지급액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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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충전치료급여금 충전치료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크라운치료급여금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없음

영구치발거급여금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  영구치발거급여금에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 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치과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충전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나.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크라운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다.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치수치료(신경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라.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거한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새로운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음의 원인으로 인한 영구치 발거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의치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열교정준비 및 위치이상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한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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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임플란트급여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보철치료에 대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 보철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또는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및
감액기간

지급명칭 보장개시일 감액기간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급여금 소액치과치료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없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급여금

·  다음의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소액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약관 제3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약관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동시에 1/3악을 초과하여 치료 받을 경우,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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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유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갱신되는 경우, 해당상품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충전치료보장개시일,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치수치료(신경치료)보장개시일, 영구치발거보장개시일,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계약소멸 사유 발생시, 갱신전 계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장내용 및 보험금은 최초계약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  갱신되는 계약의 변경 내용 및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 등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여드립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충전치료급여금, 크라운치료급여금,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또는 영구치발거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무) 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틀니)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급여금 또는 임플란트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충전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무) 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

· 피보험자에게 크라운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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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기준]   [최초계약, 15년 만기, 전기월납] 주계약 10구좌,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10구좌 

(단위 : 원)

연령 남자 여자

30세 26,934 27,143

40세 38,727 32,676

50세 53,133 47,990

· 최초 가입 후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최초계약 가입당시의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시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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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최초계약, 15년 만기, 전기월납, 40세] 주계약 10구좌, (무)뉴 소액치과치료보장특약(갱신형) 1구좌, (무)뉴 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 크라운치료보장특약(갱신형)10구좌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개월  116,181  98,028 0 0 0.0% 0.0%

6개월  232,362  196,056 0 0 0.0% 0.0%

9개월  348,543  294,084 0 0 0.0% 0.0%

1년  464,724  392,112 0 0 0.0% 0.0%

2년  929,448  784,224  11,290  10,920 1.2% 1.3%

3년  1,394,172  1,176,336  77,810  60,880 5.5% 5.1%

4년  1,858,896  1,568,448  152,260  106,896 8.1% 6.8%

5년  2,323,620  1,960,560  251,725  150,630 10.8% 7.6%

6년  2,788,344  2,352,672  342,195  212,486 12.2% 9.0%

7년  3,253,068  2,744,784  420,925  296,370 12.9% 10.7%

8년  3,717,792  3,136,896  415,553  314,553 11.1% 10.0%

9년  4,182,516  3,529,008  396,770  320,005 9.4% 9.0%

10년  4,647,240  3,921,120  365,283  307,865 7.8% 7.8%

15년  6,970,860  5,881,680 0 0 0.0% 0.0%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갱신형 상품(특약 포함)의 경우,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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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6. 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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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9.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0.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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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13.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5.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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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 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 (당사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공시]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내]

- 부산 : (051) 606-1701

- 대구 : (053) 760-4000

- 광주 : (062) 606-1600

- 대전 : (042) 479-515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전화] 1588-3311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생명보험협회]

- 본부 : (02) 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 2262-6552, 6572, 6573

- 중부지역본부 : (042) 242-7002~4

- 호남지역본부 : (062) 350-0111~4

- 영남지역본부 : (051) 638-7801~4

- 대구지부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 원주지부 : (033) 761-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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