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헤아림시니어암보험 1404
모든 암을 보장하는 고연령(55~75세) 대상 암전용보험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암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암 발병시 경제적 부담 가중
주요 암 종류별 환자 1인당 비용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2010)

간암
6622만 7천

췌장암
6371만 7천

폐암 4657만 3천

담낭암 4245만

위암 2685만 6천

남성 암발생자 수 10년간 98.5% 증가 
연도별 암 발생자 수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2)

110,000

70,000

30,000

90,000

50,000

0
2001 20052003 2007 20092002 20062004 2008 2010

년

명
남 여

65 ~ 75세 암발병율 급증  
연령별 암 발생률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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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황금기!

헤아림시니어암보험1404으로

든든하게 보장하세요!

폭 넓은 가입 연령으로 55세 ~ 75세까지 가입 가능 

10년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암사망은 80세까지)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진단 후 

일반암(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제외)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0% 추가 지급

발병하기 쉬운 3대특정암은 물론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치료비암까지 보장 (특약가입 시)

암으로 인한 사망시 암사망보장 (특약가입 시)

NH농협손해보험 장기보험(공제포함)을 가입 중인 

만 65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본 상품가입 시 

납입보험료 1% 할인 (단, 실효계약은 제외)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 

(직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제출하여 회사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회부터 납입보험료 할인

간편심사로 고혈압, 당뇨 유병자 가입 가능

암으로 진단 확정시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제자리암 제외 / 갱신 시 보험료 재납입)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
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
험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
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
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
며 만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

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청약서  
기재사항 변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
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
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

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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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
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

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
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
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

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
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
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
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배당
•이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

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

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
9000/인터넷 www.nhf i re.co.kr ➞ 전자민원 
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
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
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
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당사 고객 콜센터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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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 준법2014-139

명

고혈압, 당뇨 환자도 OK!

10년 갱신으로 
100세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든든하게 보장받고 싶은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공시이율 표준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600,000  93,900 15.65%  93,600 15.61%  91,000 15.17%

3년 1,800,000  764,500 42.48%  762,200 42.35%  738,800 41.05%

5년 3,000,000  1,438,600 47.96%  1,431,800 47.73%  1,365,400 45.52%

7년  4,200,000  2,111,500 50.27%  2,097,500 49.94%  1,963,600 46.75%

10년 6,000,000  3,060,800 51.01%  3,030,000 50.50%  2,740,600 45.68%

해지환급금 예시표

※   여자 65세, 10년갱신 전기납, 월납 5만원 (보장보험료 25,070원, 적립보험료 24,930원), 기본계약-갱신형 암진단비 2,000만원, 선택계약-갱신

형 고액 치료비암진단비 2,000만원, 갱신형 3대특정암진단비 1,000만원

※  상기 해지환급금(2014년 4월 1일 현재)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성공시이율(2)(2014년 4월 현재 3.7%)로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공시이율의 변동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중 표준이율은 3.5%, 최저보증이율은 1.5%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주) 상기 금액은 백원 미만 절사



 적립부분적용이율

•보장성공시이율(2) (금리연동형)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1.5%

 갱신에 관한 사항

•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사안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가 아닐 때

   (3) 해당 약관의 계약소멸 조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 계약의 보험료를 갱신전 1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 

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제자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해당 보장의 보험료  

납입은 더이상 면제되지 아니하며, 해당 보장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간편심사 상품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은 ‘간편심사’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지 않으

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하는 피보험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는 경우 건강검진결과를 제출시 이후 

납입보험료부터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 

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최초 계약의 경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 1년 등) 이내인 경우 상기 보장금액의 50%를 감액 지급합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고액치료비암 및 3대특정암은 약관의 분류표에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 기본계약

▶선택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갱신형 
암진단비 

보장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시 
(단, 최초 1회한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제외)

가입금액×
100%

암보장 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진단확정시(단, 최초 1회한)

가입금액×
3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
10%

    보장소개       상품구성

담보구성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기본
계약

갱신형
암진단비

보장

최초계약 10년만기 55 ~ 75

전기납
월납 
연납

갱신계약

10년만기 65 ~ 90

5년만기 91 ~ 95

1년만기 96 ~ 99

선택
계약

갱신형 
고액치료비 

암진단비보장

갱신형 3대 
특정암진단비 

보장

최초계약 10년만기 55 ~ 75

갱신계약

10년만기 65 ~ 90

5년만기 91 ~ 95

1년만기 96 ~ 99

갱신형
암사망보장

최초계약 10년만기 55 ~ 70

갱신계약

10년만기 65 ~ 70

5년만기 71 ~ 75

1년만기 76 ~ 79

65세 여성기준 월 보험료
25,070원

남자 여자

연령
보장보험료

연령
보장보험료

월납 연납 월납 연납

55세  33,360  391,010 55세  15,030  176,540 
56세  36,210  424,160 56세  15,830  185,820 
57세  39,200  459,230 57세  16,670  195,640 
58세  42,350  495,810 58세  17,540  206,000 
59세  45,600  533,670 59세  18,480  216,960 
60세  48,970  572,650 60세  19,470  228,560 
61세  52,430  612,710 61세  20,510  240,740 
62세  55,960  653,550 62세  21,600  253,480 
63세  59,520  694,950 63세  22,730  266,690 
64세  63,110  736,480 64세  23,890  280,210 
65세  66,720  777,880 65세  25,070  293,950 
66세  70,270  818,880 66세  26,240  307,730 
67세  73,770  859,220 67세  27,430  321,490 
68세  77,200  898,560 68세  28,570  335,090 
69세  80,490  936,520 69세  29,740  348,470 
70세  83,670  972,800 70세  30,860  361,560 
71세  86,650  1,007,190 71세  31,940  374,380 
72세  89,490  1,039,540 72세  33,030  386,850 
73세  92,100  1,069,690 73세  34,060  398,970 
74세  94,540  1,097,490 74세  35,050  410,610 
75세  96,750  1,122,770 75세  36,010  421,760 

       보험료   
    예시

※ 상기예시보험료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보장보험료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상기예시보험료는 최초가입시점 기준으로 10년단위로 갱신되며, 갱신시 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암 : 악성신생물(암) 중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이외의 암

가입예시 : 기본계약 - 갱신형 암진단비 2,000만원, 선택계약 - 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2,000만원, 갱신형 3대특정암진단비 1,000만원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담보명 지급사유 보장금액

갱신형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보장

암보장 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암, 뼈 및 관절
암, 뇌암, 혈액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가입금액

갱신형 
3대특정 
암진단비 

보장

암보장 개시일 이후 3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  3대특정암 : 위암, 간암, 폐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

가입금액

갱신형  
암사망 
보장

암으로 진단 후 암으로 인한 사망시 가입금액

2,000만원

고액치료비암

200만원

갑상선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제자리암

1,000만원

3대특정암

2,000만원

일반암

6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