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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２０２０２０２０세세세세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보험계약보험계약보험계약보험계약    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 ２０세 (910505- 2* * * * * * )  20세 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2011.05.11 ~  2091.05.11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 ２０세 20 세직업 : 기타경영지원사무직종사자(상해급수 : 1급) /  자가용 /  이륜차 탑승하지않음２０２０２０２０세님의세님의세님의세님의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및및및및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기본계약) 100세만기 ▷사망보험금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 사고로 3%~ 80%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지급율× 2,000만원▷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2,000만원질병사망 60세만기 질병으로 사망시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지급) 1,000만원암진단비 80세만기 암으로 진단확정된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상)▷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3,000만원
   (단, 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 갑상샘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900만원▷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600만원
(상기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여성3대암진단비 80세만기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3대암으로 진단확정시(경과기간 1년미만시 50%지급,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암입원비 80세만기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입원일당 지급 (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1일당 10만원▷ 갑상샘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1일당 3만원▷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1일당 2만원
(상기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암수술비 80세만기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와 같은 수술급여금 지급▷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200만원▷ 갑상샘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60만원▷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40만원
(상기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방사선약물치료비 8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경과기간 1년미만시 50% 지급, 최초 1회에 한함)(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200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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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２０２０２０２０세세세세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24회 납입)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기간 동안 해당 납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적립보험료는 제외)를 대체납입하게 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 중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자동갱신 담보,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가족생활보장자금Ⅰ),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가족생활보장자금Ⅱ) 담보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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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２０２０２０２０세세세세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및및및및    보험가입보험가입보험가입보험가입    내용내용내용내용 ※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구분구분구분구분 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초회보험료초회보험료초회보험료초회보험료 차회보험료차회보험료차회보험료차회보험료 납입주기납입주기납입주기납입주기장기부분장기부분장기부분장기부분 ２０세 님   (910505- 2* * * * * * )  20세 22,306원 22,306원 월납적립보험료 14원 14원 월납합합합합            계계계계 22,320원 22,320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 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２０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기본계약) 100세만기 30년납 2,000만원 1,100원질병사망 60세만기 30년납 1,000만원 1,080원암진단비 80세만기 30년납 3,000만원 13,980원여성3대암진단비 80세만기 30년납 1,000만원 2,490원암입원비 80세만기 30년납 10만원 2,210원암수술비 80세만기 30년납 200만원 908원방사선약물치료비 80세만기 30년납 200만원 538원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및및및및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예시예시예시예시 ※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단위: 원)경과경과경과경과기간기간기간기간 납입납입납입납입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최저보증이율최저보증이율최저보증이율최저보증이율 (     2.00%     )  (     2.00%     )  (     2.00%     )  (     2.00%     ) 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용시 2011201120112011년년년년 05 05 05 05월월월월 현재현재현재현재    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 (     4.00%     )  (     4.00%     )  (     4.00%     )  (     4.00%     ) 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3개월 66,960 0 0 0 0.0% 0 0 0 0.0%

6개월 133,920 0 0 0 0.0% 0 0 0 0.0%

9개월 200,880 0 0 0 0.0% 0 0 0 0.0%

1년 267,840 0 0 0 0.0% 0 0 0 0.0%

2년 535,680 0 17,729 17,729 3.3% 0 17,729 17,729 3.3%

3년 803,520 0 242,219 242,219 30.1% 0 242,219 242,219 30.1%

6년 1,607,040 658 1,046,422 1,047,080 65.1% 702 1,046,422 1,047,124 65.1%

9년 2,410,560 1,135 1,739,342 1,740,477 72.2% 1,241 1,739,342 1,740,583 72.2%

12년 3,214,080 1,649 2,358,146 2,359,795 73.4% 1,855 2,358,146 2,360,001 73.4%

15년 4,017,600 2,195 2,977,776 2,979,971 74.1% 2,545 2,977,776 2,980,321 74.1%

18년 4,821,120 2,774 3,586,508 3,589,282 74.4% 3,322 3,586,508 3,589,830 74.4%

21년 5,624,640 3,389 4,172,988 4,176,377 74.2% 4,196 4,172,988 4,177,184 74.2%

24년 6,428,160 4,041 4,728,132 4,732,173 73.6% 5,179 4,728,132 4,733,311 73.6%

27년 7,231,680 4,733 5,271,996 5,276,729 72.9% 6,284 5,271,996 5,278,280 72.9%

30년 8,035,200 5,468 5,834,970 5,840,438 72.6% 7,527 5,834,970 5,842,497 72.7%

45년 8,035,200 7,359 5,066,254 5,073,613 63.1% 13,555 5,066,254 5,079,809 63.2%

60년 8,035,200 9,904 101,980 111,884 1.3% 24,411 101,980 126,391 1.5%

75년 8,035,200 0 32,960 32,960 0.4% 0 32,960 32,960 0.4%만기 8,035,200 0 0 0 0.0% 0 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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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２０２０２０２０세세세세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및및및및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예시예시예시예시 (단위: 원)경과경과경과경과기간기간기간기간 납입납입납입납입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최저보증이율최저보증이율최저보증이율최저보증이율 (     2.00%     )  (     2.00%     )  (     2.00%     )  (     2.00%     ) 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용시 2011201120112011년년년년 05 05 05 05월월월월 현재현재현재현재    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 (     4.00%     )  (     4.00%     )  (     4.00%     )  (     4.00%     ) 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중도환급금:     24,411원
(기본계약 100세만기 가입자에 한하며, 갱신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완납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80세가 되는 해의 계약해당일이 되면,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회사가 약관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중도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기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기 해지환급금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적용이율 1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80%',

 2년미만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90%', 2년이상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이율로 연복리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중도인출 및 납입일시 중지 여부,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매 3년마다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또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인 연복리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상단의 "3년만기 갱신특약의 예상보험료"에서의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1회 갱신시점(3년후)의 예상보험료로 설계일 현재의 위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실제 갱신시점의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손해율, 국민건강보험수가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됩니다.♣ 중도인출금 :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년 12회에 한함)♣ 가입 후 10년 이내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지수지수지수지수    및및및및    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
[기준 :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 운전자, 월납(단, 배우자담보 40세, 상해급수 1급), 적립보험료 5만원]

□ 보험료 지수 및 연간보험료는 보험상품(보장성보험 및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의 가격수준 비교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보험료 비교지수입니다.

 ‣ 보험료 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순보험료(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에 대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 연간보험료란 1년동안 위험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 연간보험료는 회사간 보장위험별 보험료 수준 비교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납입보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회사별/상품별 비교  공시 : 손해보험손회(www.knia.or.kr) “상품비교  공시실”  참조․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료지수 연간보험료보험료지수(%) 가입금액
(만원)

보장위험명 연간 보험료(원) 기준보험금
(만원)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00131.7%2060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기본계약)

0123.0%2060적립보험료
1,000136.7%2040질병사망

100133.3%2040암진단비
10133.9%2040암수술비

1128.2%2040암입원비

일반상해사망 3,218 1,000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312 1,000일반상해80%미만후유장해 1,371 1,000

0질병사망 54,757 1,000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발생률 7,543 100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발생률 1,221 100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수술률 768 10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수술률 122 10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의 암입원률 3,9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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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２０２０２０２０세세세세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지수지수지수지수    및및및및    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료지수 연간보험료보험료지수(%) 가입금액
(만원)

보장위험명 연간 보험료(원) 기준보험금
(만원)남자 여자 남자 여자

1128.2%2040암입원비
100138.3%2040여성3대암진단비
100137.9%2040방사선약물치료비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입원률 280 1여성3대암진단비 4,062 100방사선약물치료비 4,7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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