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상품설명서

여행보험 상품안내
여행자보험이란?

집에서
(DOOR)

여행 후
(TO)

집으로
(DOOR)

집에서 여행 후 집으로(Door-to-Door)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 하는 보험으로, 여행 중 여
행자 본인의 신체에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하며, 특약 가입 시 휴대품, 배상
책임, 특별비용 항공편 결항 등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하는 보험 입니다.

여행보험 상품안내
여행보험 상품소개
해외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플까봐 걱정 되십니까?
해외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에 대해 치료비를 보상
가방이나 소지품을 도난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 물품당 20만원 한도 내 손해액을 보상 하며 여권의 경우 재발급 비용을 보상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으로 인해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 식대, 교통비, 숙박비용 등을 한도 내 보상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습니까?
우연히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 담보로 보상

보험기간 및 연령
보험기간
2일~3개월 까지
가입연령
만 1세 ~ 만 99세

여행보험 상품안내
주요 보상 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3~100% 지급

질병사망 및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상해/질병 의료비 - 해외치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
상 (단, 척추지압술 또는 침술의 경우 $1,000한도로 보상)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 상해로 인하여 병원

상해/질병 의료비 – 국내치료(입원,통원,처방조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비용 발
생시 보상

배상책임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여행보험 상품안내
주요 보상 내용
휴대품손해 – 자기부담금 1만원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방치 또는 분실은 보상불가), 휴대품 1개당(1조 또
는 1쌍)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특별비용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 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숙박비 (2명
×14일 한도), 유해 이송비용, 기타 제잡비 (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중단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의 3촌이
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하거나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
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여행일정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