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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초간편·간편 가입 건강보험 2종 출시
ABL생명은 한 가지 혹은 세 가지 고지항목 질문만 충족하면 간편

더 저렴하다.

하게 가입해 중대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만묻는(무)ABL초

40세 남성과 40세 여성이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 1천만원, 20년 만기

간편건강보험’(갱신형)과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등

전기납으로 1형 3대 질병 보장형에 가입했을 경우 하나만묻는(무)

간편 가입형 건강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과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

간편 가입형 건강보험 상품 2종은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형) 1종 간편 심사형의 주계약 월납입보험료는 각각 1만6천100원과

고령자나 유병자도 몇 가지 고지항목만 충족하면 보험에 가입해

1만400원, 1만4천300원과 9천200원이다.

중대 질병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병력이 전혀 없는 표준체에 해당하는 사람

특히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은 한가지 고지

이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의 2종 일반심사형으로 가입

항목만 충족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만성질환자도 보험 혜택을

하면 매월 남성은 9천300원, 여성은 6천원의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췄다. 1형 3대 질병 보장형은 최근 5

을 받을 수 있다.

년 이내 암, 제자리암, 간 경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두 상품 모두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암 수술, 암 직접 치료 입원, 요

진단·입원·수술한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고, 암·뇌출혈 및 뇌

양병원 암 입원, 소액 암 진단, 3대 질병 재진단 등에 대한 추가보장

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80세까지며 계약 갱신을 통

있다. 2형 2대 질병 보장형은 최근 5년 이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

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보험 가입금액 한도는 최대 3천만

심장질환으로 진단·입원·수술한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원이다.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보험료 차등을 두는 대신 표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은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

준체부터 고령자, 유 병력자까지 보험에 가입해 미래 중대 질병의

건강보험(갱신형)과 동일하게 1형 3대 질병 보장형과 2형 2대 질병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간편 가입형 건강보험 상품 2종을 선보

보장형으로 구성됐다. 충족해야 할 고지항목이 세 가지인 대신 보

였다”며 “많은 고객께서 이번 상품을 통해 유병 장수 리스크를 효

험료가 1형의 경우 최대 14%, 2형의 경우 최대 18% 더 저렴하다. 또

과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2종 일반심사형은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 등 일반적인 건
강보험 심사과정을 거치는 대신 보험료가 1종 간편 심사형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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