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확인’ ,‘신용정보활용동
관관관관련련련련서서서서류류류류 확확확확인인인인사사사사항항항항 취취취취            지지지지 확확확확인인인인    근근근근거거거거

□□□□    상상상상품품품품설설설설명명명명서서서서 상품설명 내용에대한 계약자확인 귀하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설명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
§95조의2실손보험에관한계약자확인 귀하가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으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셔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
§95조의5

□□□□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    비비비비교교교교안안안안내내내내확확확확인인인인서서서서 (보험설계사)가 귀하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귀하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
§97③2청약서내용확인 귀하가 청약서상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법
§638의2①피보험자 동의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법
§731①자동이체신청 보험료가 귀하의 은행계좌로부터 메리츠화재로 정기적으로 이체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12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 이 계약과 관련하여 메리츠화재가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조회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32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 이 계약과 관련하여 메리츠화재가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이용시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
§33

□□□□    청청청청약약약약서서서서
고지의무 확인 귀하의 건강상태, 직업 등과 관련하여 청약서에 알린 사항이 사실임을 귀하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651□□□□    특특특특별별별별조조조조건건건건부부부부    신신신신청청청청서서서서 귀하가 특정 병명 또는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상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법
§638의2①(특정 질병이 있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 , ‘알릴의무사항 등에 대한 확인’(서명, 체크(√), 덧쓰기)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권권권권익익익익보보보보호호호호를를를를    위위위위하하하하여여여여    교교교교부부부부해해해해드드드드린린린린    길길길길라라라라잡잡잡잡이이이이    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꼼꼼꼼꼼꼼꼼꼼꼼히히히히    살살살살펴펴펴펴보보보보신신신신    후후후후    보보보보험험험험    계계계계약약약약을을을을    진진진진행행행행하하하하시시시시기기기기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따따따따라라라라서서서서    귀귀귀귀하하하하께께께께서서서서는는는는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    확확확확인인인인사사사사항항항항    길길길길라라라라잡잡잡잡이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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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    사사사사항항항항    ]]]]계계계계 약약약약 자자자자 명명명명보보보보 험험험험 기기기기 간간간간납납납납 입입입입 방방방방 법법법법형형형형 구구구구 분분분분 2011년08월16일 ~ 2081년08월16일월　납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청청청청 약약약약 일일일일 자자자자납납납납 기기기기 //// 만만만만 기기기기보보보보 험험험험 료료료료 2011년08월16일30년납 100세만기84,070원[[[[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예예예예시시시시    ]]]]□ 아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아래의 납입 경과기간별적용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갱신형특약) 갱신계약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아래 예상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아래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   4.1% 적용시 가입후  30년 이후, 실손특약의 경우 매회 갱신(3년 경과)시점에위험률 10% 증가를 가정시에  10년후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경과시점별 환급금이 존재하더라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형 특약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가입후 10년 미만 해지시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x 100%　▷2011년 08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  4.1%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1.5%입니다.[[[[    현현현현재재재재적적적적용용용용    금금금금리리리리예예예예시시시시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이이이이    최최최최초초초초로로로로    발발발발생생생생하하하하는는는는    기기기기간간간간::::        1111년년년년 (단위:천원)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 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3　년 3,026 749 24%1　년 1,008 7 0% 7　년 7,061 3,492 49%5　년 5,044 2,104 41% 20　년 20,176 10,724 53%10　년 10,088 5,133 50% 30　년 30,265 16,659 55%25　년 25,221 13,826 54% 70　년 30,265 0 0%40　년 30,265 15,078 49%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 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    최최최최저저저저보보보보증증증증    금금금금리리리리예예예예시시시시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이이이이    최최최최초초초초로로로로    발발발발생생생생하하하하는는는는    기기기기간간간간::::        1111년년년년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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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3,026 742 24%1　년 1,008 7 0% 7　년 7,061 3,459 48%5　년 5,044 2,087 41% 20　년 20,176 10,411 51%10　년 10,088 5,063 50% 30　년 30,265 16,141 53%25　년 25,221 13,353 52% 70　년 30,265 0 0%40　년 30,265 15,078 49%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 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    적적적적용용용용이이이이율율율율    및및및및    위위위위험험험험률률률률    증증증증가가가가    ]]]] (단위:천원)3　년 3,026 749 24%1　년 1,008 7 0% 7　년 7,061 3,436 48%5　년 5,044 2,084 41% 20　년 20,176 9,705 48%10　년 10,088 4,978 49% 30　년 30,265 16,141 53%25　년 25,221 12,875 51% 70　년 30,265 0 0%40　년 30,265 15,078 49%■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문의 전화 : 1566- 7711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휴면보험금 안내 : 손보협회(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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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    사사사사항항항항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명명명명 30세여성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 810505-2******[[[[    담담담담보보보보    사사사사항항항항    ]]]] 보보보보장장장장명명명명    및및및및    보보보보장장장장내내내내역역역역 가가가가입입입입금금금금액액액액((((천천천천원원원원))))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기본계약▣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30년납 100세만기)                                       50,000 700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선택계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200 930    :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시 지급                                             ■ 화상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200 146    : 사고로 화상 진단확정시 지급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5,000 355    :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5,000 140    : 사고로 추상장해가 발생하여 2년이내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3CM이상시 보상)                              ■ 5대장기이식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20,000 94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 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30년납  60세만기)                                            20,000 1,800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각각 지급                                    ■ 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30,000 27,630    :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1년미만 50%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지급(1년미만 10%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20,000 1,640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이후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               (1년미만50%지급)                                                                      ■ 뇌졸중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30,000 9,930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30,000 2,340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암수술비(Ⅰ)(  30년납 100세만기)                                                     2,000 306    :암보장개시일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1년미만 10% 지급)                               ■ 암수술비(Ⅱ)(  30년납 100세만기)                                                     2,000 722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수술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80%지급(1년미만 40% 지급)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2,000 1,028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 지급)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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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    사사사사항항항항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명명명명 30세여성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 810505-2******[[[[    담담담담보보보보    사사사사항항항항    ]]]] 보보보보장장장장명명명명    및및및및    보보보보장장장장내내내내역역역역 가가가가입입입입금금금금액액액액((((천천천천원원원원))))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    지급(1년미만 10% 지급)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0년납 100세만기)                                        20 2,800    : 일반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30년납 100세만기)                                            20 6,440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암입원일당(  30년납 100세만기)                                                       50 1,300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입원1일당 지급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은 20%)(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벌금(  30년납 100세만기)                                                             20,000 410    :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확정시                   (음주, 무면허운전제외) 지급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30년납 100세만기)                                           100,000 210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지급(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손해 20만원)                                         ■ 일반상해사망(  30년납 100세만기)                                                     50,000 1,450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30년납 100세만기)                                        5,000 173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 유방절제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1,000 32    : 사고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피부질환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1,000 70    :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후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 7대질병수술비(  30년납 100세만기)                                                    2,000 438    : 7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250 197    : 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          관2만원)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5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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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    사사사사항항항항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명명명명 30세여성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 810505-2******[[[[    담담담담보보보보    사사사사항항항항    ]]]] 보보보보장장장장명명명명    및및및및    보보보보장장장장내내내내역역역역 가가가가입입입입금금금금액액액액((((천천천천원원원원))))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    : 상해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 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250 3,065    :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        관2만원)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50 149    :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 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처방전에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년납 100세만기)                                              30,000 4,070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       도로 지급(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6주,10주,20주이상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2천만원, 20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 일반교통사고(음주,무면허,도주 제외)로 검찰에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경우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50,000 3,778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365일 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        액중 90% 해당액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 해당액(1일 평균            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 상해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300 969    : 사고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 질병수술비(   3년납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300 639    :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20,0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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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    사사사사항항항항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명명명명 30세여성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 810505-2******[[[[    담담담담보보보보    사사사사항항항항    ]]]] 보보보보장장장장명명명명    및및및및    보보보보장장장장내내내내역역역역 가가가가입입입입금금금금액액액액((((천천천천원원원원))))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각막이식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10,000 6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보상                 ■ 양성뇌종양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3,000 42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이륜차운전중상해부보장                                                                 ■ 자동갱신특약                                                                                                                                                                   ▣　특　이　사　항　▣                                                                    ※ 보장 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 부터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보장 개시 됩니다.                                                                         ○예상만기환급금은 적용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 납입일, 중도 인출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갱신에 관한 사항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신규 및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약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 동안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됩니다.                        - 위에서 정한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신규 및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전액(자동     갱신 적용대상 특약을 다수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 보험료 합계액을 말함) 대체납입될 수       없는 경우, 기본계약 적립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 기본계약의 적립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대체납입될 수 있도록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 에서 의료비 계            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           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         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           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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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장장기기기기보보보보험험험험    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    특특특특약약약약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경경경경과과과과기기기기간간간간별별별별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예예예예시시시시▣▣▣▣    경경경경과과과과기기기기간간간간별별별별    실실실실손손손손의의의의료료료료비비비비    담담담담보보보보    갱갱갱갱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경경경경과과과과년년년년수수수수 연연연연령령령령증증증증가가가가만만만만    반반반반영영영영 연연연연령령령령증증증증가가가가    ++++    위위위위험험험험율율율율11110000%%%%    상상상상승승승승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 증증증증가가가가율율율율((((%%%%))))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 증증증증가가가가율율율율((((%%%%))))
7,193 0.00 7,193 0.001

8,015 11.40 8,816 22.504

9,251 15.40 11,194 26.907

10,267 10.90 13,666 22.0010

11,797 14.90 17,272 26.3013

14,231 20.60 22,919 32.6016

16,172 13.60 28,650 25.0019

17,899 10.60 34,879 21.7022

21,269 18.80 45,593 30.7025

25,306 18.90 59,671 30.8028

28,984 14.50 75,177 25.9031

32,964 13.70 94,050 25.1034

36,636 11.10 114,980 22.2037

40,758 11.20 140,708 22.3040

42,748 4.80 162,336 15.3043

41,772 - 2.20 174,492 7.4046

40,580 - 2.80 186,464 6.8049

40,932 0.80 206,890 10.9052

41,025 0.20 228,097 10.2055

38,730 - 5.50 236,869 3.8058

37,015 - 4.40 249,018 5.1061

36,893 - 0.30 273,018 9.6064

36,929 0.00 300,613 10.1067

34,587 - 6.30 309,703 3.0070상기 예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 담보 특약의 보험료로써, 실손의료비 담보특약이 아닌 타 갱신형 담보특약의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갱신시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등에 따른 요율변경에 의해 해당보험료는 상기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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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장장기기기기보보보보험험험험    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    특특특특약약약약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경경경경과과과과기기기기간간간간별별별별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예예예예시시시시

(단위:원)

[[[[    갱갱갱갱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예예예예시시시시표표표표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명명명명 33330000세세세세여여여여성성성성 주주주주민민민민번번번번호호호호 888811110000555500005555----2222************************갱갱갱갱신신신신형형형형    특특특특약약약약 11110000~~~~ 11112222년년년년
((((3333회회회회    갱갱갱갱신신신신))))

11113333~~~~ 11115555년년년년
((((4444회회회회    갱갱갱갱신신신신))))

7777~~~~ 9999년년년년
((((2222회회회회    갱갱갱갱신신신신))))

4444~~~~ 6666년년년년
((((1111회회회회    갱갱갱갱신신신신))))

1111~~~~ 3333년년년년
((((가가가가입입입입시시시시점점점점))))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외래]  ( 3년만기 , 갱신종료:100세 ) 232 251214201197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3년만기 , 갱신종료:100세 ) 7 8544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외래]  ( 3년만기 , 갱신종료:100세 ) 3,619 3,8413,6233,3463,065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처방조제]  ( 3년만기 , 갱신종료:100세 ) 210 235199173149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3년만기 , 갱신종료:100세 ) 6,199 7,4625,2104,2913,778갱신형 질병수술비  ( 3년만기 , 갱신종료:100세 ) 894 984819735639상기 예시는등에 따른 신 이후에도 각 특약별 보험료는 변경되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됩니다. 단, 부부부부족족족족시시시시    추추추추가가가가납납납납입입입입을을을을    하하하하셔셔셔셔야야야야    계계계계약약약약이이이이    정정정정상상상상유유유유지지지지됩됩됩됩니니니니다다다다....

최최최최초초초초    가가가가입입입입시시시시점점점점의의의의    적적적적용용용용    요요요요율율율율을을을을    기기기기준준준준으으으으로로로로    연연연연령령령령의의의의    증증증증가가가가만만만만을을을을    고고고고려려려려한한한한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로로로로써써써써,,,,    향후 자동갱신시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요요요요율율율율변변변변경경경경에에에에    의의의의해해해해    해해해해당당당당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는는는는    크크크크게게게게    달달달달라라라라질질질질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최대 4회 갱신(경과기간 15차년)까지만 예시한 것으로 5회 갱적적적적립립립립부부부부분분분분    책책책책임임임임준준준준비비비비금금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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