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계약자/피보험자 (   -  -       ) 연금사항 지급시기 ５５세가 입 유 형 순수연금 지급기간 ２５년납 입 기 간 １５년납 지급방법 매월지급납 입 방 법 월납 지급형태 정액형납 입 보 험 료 200,000원 총납입금액 36,000,000원[지급형태별 연금지급액 예시]                                                                                        [연금공시이율( 2011년10월 1일　현재 5.2％　 )]지 급 형 태 연   금   지   급   연   령 연 금 총 수 령 액정  액  형  55세        56세        57세        78세        79세       연금+α (증액/가산연금) 613,930 +α 613,930 +α 613,930 +α 613,930 +α 613,930 +α 184,179,000 +α3년체증형  55∼ 57세  58∼ 60세  61∼ 63세  64∼ 66세  79세       10%체증 457,300 +α 503,030 +α 553,330 +α 608,670 +α 980,260 +α 200,029,900 +α20%체증 333,980 +α 400,780 +α 480,930 +α 577,120 +α 1,436,050 +α 215,605,750 +α5년체증형  55∼ 59세  60∼ 64세  65∼ 69세  70∼ 74세  75∼ 79세10%체증 527,290 +α 580,020 +α 638,020 +α 701,820 +α 772,010 +α 193,149,490 +α20%체증 451,940 +α 542,330 +α 650,790 +α 780,950 +α 937,140 +α 201,789,400 +α체증후정액형  55세        56세        57세        58세        64∼ 79세5%체증 446,560 +α 468,880 +α 492,330 +α 516,940 +α 692,160 +α 192,098,410 +α10%체증 323,000 +α 355,300 +α 390,830 +α 429,910 +α 761,610 +α 198,864,540 +α※※※※  상기 예시표는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반영(예시)한 것으로서, 해당 설계건의 지급형태는 상단 가입조건-연금사항의 지급형태입니다. 상기 예시표는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반영(예시)한 것으로서, 해당 설계건의 지급형태는 상단 가입조건-연금사항의 지급형태입니다. 상기 예시표는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반영(예시)한 것으로서, 해당 설계건의 지급형태는 상단 가입조건-연금사항의 지급형태입니다. 상기 예시표는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반영(예시)한 것으로서, 해당 설계건의 지급형태는 상단 가입조건-연금사항의 지급형태입니다.● 기본연금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계약의 연금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을 연금지급 개시시기부터 매년(또는 월, 3개월, 6개월 단위)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연금지급액은 변경됩니다.● 증액연금   : 연금지급개시전일까지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하는 연금 ( +α )● 가산연금   : 연금지급개시후 발생한 배당금을 매년 기본연금 지급시 가산지급하는 연금 ( +α )

설계번호 : 3878711-1010001

    １．부리이율：연금공시이율（2011년10월 1일현재 5.2%），최저보증이율은　보험경과기간５년이하3.5%,５년초과2.75%                                                                                                                             ２．연금지급액은　설계일　기준으로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계약의　연금공시이율로　적립한　것으로，보험료가　　　    　　납입해당일에　정상납입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예정금액입니다　　　　　　　　　　　　　　　　　　　　　　　                                                                                                                            ３．연금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실납입일자가　납입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상기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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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설계서 [가입설계서 [가입설계서 [가입설계서 [연금저축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스마트연금보험스마트연금보험스마트연금보험１１０６ １１０６ １１０６ １１０６ ]]]]

▣▣▣▣    보장(보상)내용 요약보장(보상)내용 요약보장(보상)내용 요약보장(보상)내용 요약    １．피보험자가　사망시　계약은　소멸되고，　소멸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２．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까지　입니다．　　　　　　　　　　　　　　　　　　　　　　　　　　　　　　　　                                                                                                                                                                                                                                                                                                                                                                        



▣ 보험가입자의 의무1. 계약전 알릴의무1. 계약전 알릴의무1. 계약전 알릴의무1. 계약전 알릴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하셔야 합니다.하셔야 합니다.하셔야 합니다.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계약을 해지계약을 해지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보상)을 제한보장(보상)을 제한보장(보상)을 제한보장(보상)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2. 계약후 알릴 의무2. 계약후 알릴 의무2. 계약후 알릴 의무2. 계약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직무를 변경직무를 변경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주소변경 통지3. 주소변경 통지3. 주소변경 통지3. 주소변경 통지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 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4.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4.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4.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4.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입관련 유의사항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청약서상의 중요한 사항청약서상의 중요한 사항청약서상의 중요한 사항청약서상의 중요한 사항(인적사항,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확인확인확인하시고 본인이 자필로 서명본인이 자필로 서명본인이 자필로 서명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시거나 날인날인날인날인하셔야 하며 타타타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시인을 위한 보험계약시인을 위한 보험계약시인을 위한 보험계약시(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가입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청약서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피보험자(보험대상자)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시거나 날인날인날인날인하셔야 합니다.2. 보험료 납입연체에 관한 사항2. 보험료 납입연체에 관한 사항2. 보험료 납입연체에 관한 사항2. 보험료 납입연체에 관한 사항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납입을 최고(독촉)납입을 최고(독촉)납입을 최고(독촉)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계약이 해지계약이 해지계약이 해지됩니다.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2년이내2년이내2년이내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부활(효력회복)을 청약부활(효력회복)을 청약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합리적인 사유가 있는합리적인 사유가 있는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보상)의 일부를 제한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보상)의 일부를 제한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보상)의 일부를 제한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보상)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사항1. 예금자 보호안내1. 예금자 보호안내1. 예금자 보호안내1. 예금자 보호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 합니다. (단, 법인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2.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3. 계약관련 문의 및 분쟁 발생시3. 계약관련 문의 및 분쟁 발생시3. 계약관련 문의 및 분쟁 발생시3. 계약관련 문의 및 분쟁 발생시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 설계사(대리점)설계사(대리점)설계사(대리점)설계사(대리점)와 저희회사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사고접수 방법 안내4. 사고접수 방법 안내4. 사고접수 방법 안내4. 사고접수 방법 안내저희 회사는 선(先)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특히, 3대질병(암, 뇌질환, 심질환)으로 치료중이거나 교통사고/상해사고로 입원중인 고객에게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동부화재고객상담센터동부화재에 연락하실 때에는 다음의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동부화재 고객상담센터 : 1588-0100 ● 동부화재 홈페이지 : www.idongbu.com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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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설계서가입설계서가입설계서가입설계서 [담보 및 보장내용 예시][담보 및 보장내용 예시][담보 및 보장내용 예시][담보 및 보장내용 예시]

설계번호 : 3878711-1010001

● 소   속  : 동작사업단　　　　　 ㆍ보험대리점： 주리치플래너(이미선) ● 연락처 : 00  -1688-7427● 이 메 일  : dlaltjs1@dbpromy.com

▣▣▣▣    보장(보상)내용보장(보상)내용보장(보상)내용보장(보상)내용가입담보[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보장(보상)내용

  ※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는 요약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하지않는)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령일 이후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         본         계         약기         본         계         약기         본         계         약기         본         계         약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이　계약의　연금공시이율』로　적립부분                     200,000 부리하여　적립　　　　　　　　　　　　　　　　　　　　　　　　　　　　　　　　　　　　　　　　　　　　　　　　　　　　　　　　　　　　　선         택         계         약선         택         계         약선         택         계         약선         택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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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전 사전 조회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계약 체결전 사전 조회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계약 체결전 사전 조회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계약 체결전 사전 조회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회사보관용회사보관용회사보관용회사보관용
1.개인(신용)정보의 수집1.개인(신용)정보의 수집1.개인(신용)정보의 수집1.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보험회사가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및 보험계약 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상담 등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2.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 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등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및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동의합니다.□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체결 및 인수여부 결정,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 조회동의 유효 기간° 동의서 제출일로부터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단, 최대 1개월)※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상담 등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험계약상담, 보험계약 체결 및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목적

3.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진단/적부계약 관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진단/적부계약 관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진단/적부계약 관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진단/적부계약 관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병원, 의원 등 건강진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건강진단 업무, 고지사항 확인(적부), 의료자문(사의)□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고지사항 (신체, 건강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각 제공대상기관의 구체적인 정보는 동부화재해상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적부계약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보험계약의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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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고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서명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있습니다.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본인과의관계 서명또는날인피보험자본인 25세여성 860101-2****** (인)피보험자2 - (인)피보험자3 - (인)피보험자4 - (인)피보험자5 - (인)피보험자6 - (인)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상담 등 정상적인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수집 · 이용, 제공 등)하기 위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 의하여 위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각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상기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은 변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S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알릴 예정입니다. 취급자(PA) : 3878711 주리치플래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