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연도별 보장내용  

                                                          (단위 : 원)

2019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 시 5,000만원 보장 5,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보장

5,000만원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5,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보장

5,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3만원 보장(180일 한도)

3만원

골절진단금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30만원 
보장 

30만원

화상진단금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30만원 
보장 

30만원

뇌출혈 진단금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3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최초 1
회한) 300만원 보장

300만원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1,000만원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5만원 정액 보장

5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100만원 보장

100만원



  (단위 : 원)

2020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 시 3,000만원 보장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0만원 한도 
보장

3,000만원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3,000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3.5만원 보장(180일 한도)

3.5만원

골절진단금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25만원 
보장 (치아파절 제외)

25만원

화상진단금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25만원 
보장 (화상은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임)

25만원

뇌출혈 진단금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3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최초 1
회한) 300만원 보장

300만원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1,000만원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5만원 정액 보장

5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100만원 보장

1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지급

50만원



  (단위 : 원)

2021년~2022년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 시 3,000만원 보장 3,000만원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0만원 한도 
보장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3,000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발생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3.5만원 보장(180일 한도)

3.5만원

수술비
보험기간 내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20만원

골절진단금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25만원 
보장 (치아파절 제외)

25만원

화상진단금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25만원 
보장 (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25만원

뇌출혈진단금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300만원

급성 심근경색진단금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최초 1
회한) 300만원 보장

30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지급

50만원

외상성절단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100만원 보장

100만원

군복무중 증중장해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100만원

군인영외체류기간중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군복무 중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3억 한도 보장

30,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보험 가입금액 2천만원(사망 2천, 
후유장해는 장해지급율 3~100%*가입금액) 한도 
지급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