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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자녀 선물로 제격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

최대 25개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장해, 암 진단비, 뇌혈관·심혈관

맘때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질환, 중증 질환, 암 치료비, 입원·수술, 응급재해 등의 주요 담보를

요즘 인기가 많은 어린이보험 상품으로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무)꿈나무의료보장특약F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수술할 경

자유롭게 설계해 자녀에게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 해당 질병의 치료비 수준에 맞는 입원·수술 급여금을 지급해 고

이 보험은 보장 내용과 금액이 확정된 기존 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질병분류표에

최대 25개의 세분된 특약 급부를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

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최대 300만

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1종’(태아

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단, 2종(어린이형)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형)과 ‘2종’(어린이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1종(태아형)은 출

1년 미만 기간에 수술받는 경우 수술비는 50%만 보장한다. 1∼6종

산 전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암·소액암·입원을 주계약으로 보장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면 120일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1일당 최대 5

고, 2종(어린이형)은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만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발생

1종에 가입하고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될 경우, 1천만원의 진단비

시 신체 부위별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보장

를 지급한다.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1회당 120일 한도 내에

받을 수 있다.

서 첫날부터 매일 3만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2종은 재해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1형(해지환급금 미지급

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될 경우, 1천만원에 해당 장해 지급률을 곱해

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은 2형과 동일한 보장을

산출된 금액으로 보장한다.

제공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 가능하며, 보
험료 인상 없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수호천사내
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맞춤형 상
품설계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
점”이라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
면 보험 가입도 좋은 선물”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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