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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보험계약보험계약보험계약보험계약    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 ４０세여성 (701231- 2* * * * * * )  40세 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2011.04.27 ~  2071.04.27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 ４０세여성 40 세직업 : 기타경영지원사무직종사자(상해급수 : 1급) /  자가용 /  이륜차 탑승하지않음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님의세여성님의세여성님의세여성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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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 사고로 3%~ 80%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지급율× 5,000만원▷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5,000만원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03년만기
(갱신)

일반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단,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적용시 항목별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지급)▷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방문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1만원~ 2만원)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30만원 한도
실손의료비(종합입원형)(갱신형) 03년만기

(갱신)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 (단,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적용시 본인부담금의 40%를 지급)▷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5,000만원 한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 (단, 복합골절 발생시 

1회만 지급)

20만원골절수술비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은 때 (단, 하나의 사고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수술1회당 20만원상해흉터복원수술비 80세만기 일반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성형수술을 받는경우 (동일부위에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백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만기 일반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함)

500만원화상진단비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동일사고로 2가지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하여 지급)

20만원화상수술비 100세만기 일반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때 (단, 하나의 사고로 2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수술1회당 20만원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만기 일반상해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갱신형)

03년만기
(갱신)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해당 특별약관에 정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생겼을때 1사고당10,000만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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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질병사망 60세만기 질병으로 사망시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지급) 2,000만원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80세만기 약관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700만원
(단,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60세만기 약관에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300만원
(단,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뇌졸중진단비 80세만기 약관에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500만원
(단,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뇌혈관질환진단비 80세만기 약관에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단,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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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말기신부전증진단비 8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80세만기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시 (경과기간 1년미만시 50%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인공관절수술비 80세만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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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03년만기
(갱신)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단,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미적용시 항목별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지급)▷ 외래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방문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1만원~ 2만원)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8천원)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30만원 한도
여성만성질병수술비 80세만기 여성만성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50만원여성특정질병입원비 80세만기 약관에 정한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단,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20일에 한함)

3일초과 1일당 2만원여성특정질병수술비 80세만기 약관에 정한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30만원호흡기질환수술비 80세만기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0만원갑상샘질환수술비 80세만기 약관에 정한 갑상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50만원유방복원수술비 80세만기 유방절제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500만원충수염(맹장염)수술비 80세만기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피부질환수술비 80세만기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2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만기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자동갱신담보는 보험기간이 3년으로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상기담보 중 자동갱신담보는 갱신시 연령증가, 손해율, 국민건강보험수가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자동갱신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분은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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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충수염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상기도질환, 기관지염(급성 혹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음), 단순성 및 점액농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폐렴, 재항군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특정질병"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중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특정상해"라 함은 두개내손상,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훙곽내 기관의 손상, 복강 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중 약관에 정한 상병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대한 화상 및 부식”은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측정기준 및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만성질병"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  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골다공증, 관절염을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ge32011년 04월 30일설설설설계계계계일일일일    ::::010- 8867- 8699연연연연락락락락처처처처    ::::
보험대리점:(주)리치플래너컨설팅보험대리점(이미선)

FFFFPPPP    ::::



가입설계번호가입설계번호가입설계번호가입설계번호 : : : :무배당무배당무배당무배당    美美美美사랑사랑사랑사랑    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1104 1104 1104 1104 가입제안서가입제안서가입제안서가입제안서 LA110430860807 -  0LA110430860807 -  0LA110430860807 -  0LA110430860807 -  0

님 행복하세요^^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피부질환"이라 함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수포성 장애, 피부염 및 습진, 구진비늘 장애, 두드러기 및 홍반,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피부 부속물의 장애,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갱신형), 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 실손의료비(종합통원형)(갱신형) 담보를 가입한 경우 해당 담보는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항목별 공제금액은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대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질환수술비 담보에서 수술이란 약관에서 정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써 레이저, 프락셔널, 박피, 필링, IPL 등에 의한 시술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공관절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공두삽입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의 일부만은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단, 인공골두삽입술은 제외)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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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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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４０세여성 님   (701231- 2* * * * * * )  40세 79,171원 79,171원 월납적립보험료 29원 29원 월납합합합합            계계계계 79,200원 79,200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 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４０세여성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기본계약) 100세만기 20년납 5,000만원 3,400원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03년만기
(갱신)

전기납
(최대60년)

30만원 170원실손의료비(종합입원형)(갱신형)
03년만기

(갱신)

전기납
(최대60년)

5,000만원 7,974원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0세만기 20년납 20만원 870원골절수술비 100세만기 20년납 20만원 156원상해흉터복원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7만원 209원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500만원 475원화상진단비 100세만기 20년납 20만원 128원화상수술비 100세만기 20년납 20만원 2원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2,000만원 100원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갱신형)
03년만기

(갱신)

전기납
(최대60년)

10,000만원 181원질병사망 60세만기 20년납 2,000만원 3,580원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1,700만원 1,190원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60세만기 20년납 300만원 96원뇌졸중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1,500만원 8,145원뇌혈관질환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500만원 5,220원암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3,000만원 28,500원여성3대암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1,000만원 4,740원암입원비 80세만기 20년납 10만원 4,880원암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200만원 1,936원방사선약물치료비 80세만기 20년납 200만원 1,120원말기신부전증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1,000만원 390원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80세만기 20년납 500만원 805원인공관절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100만원 110원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03년만기
(갱신)

전기납
(최대60년)

30만원 2,569원여성만성질병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50만원 115원여성특정질병입원비 80세만기 20년납 2만원 1,534원여성특정질병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30만원 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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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보험가입보험가입보험가입보험가입    내용내용내용내용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 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４０세여성

호흡기질환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100만원 10원갑상샘질환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50만원 10원유방복원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500만원 255원충수염(맹장염)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20만원 20원피부질환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20만원 8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2,000만원 106원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2,000만원 56원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 20년납 2,000만원 18원▶▶▶▶ 3 3 3 3년만기년만기년만기년만기    갱신특약의갱신특약의갱신특약의갱신특약의    예상보험료예상보험료예상보험료예상보험료((((최초갱신시최초갱신시최초갱신시최초갱신시))))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 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４０세여성 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03년만기
(갱신)

전기납
(최대60년)

30만원 158원실손의료비(종합입원형)(갱신형)
03년만기

(갱신)
전기납

(최대60년)
5,000만원 8,148원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갱신형)

03년만기
(갱신)

전기납
(최대60년)

10,000만원 155원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외래25만원, 처방 조제비 

5만원)

03년만기
(갱신)

전기납
(최대60년)

30만원 2,355원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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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4 04 04월월월월 현재현재현재현재    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 (     4.00%     )  (     4.00%     )  (     4.00%     )  (     4.00%     ) 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3개월 237,600 0 0 0 0.0% 0 0 0 0.0%

6개월 475,200 0 0 0 0.0% 0 0 0 0.0%

9개월 712,800 0 0 0 0.0% 0 0 0 0.0%

1년 950,400 0 647 647 0.0% 0 647 647 0.0%

2년 1,900,800 0 257,948 257,948 13.5% 0 257,948 257,948 13.5%

3년 2,851,200 590 784,747 785,337 27.5% 614 784,747 785,361 27.5%

6년 5,699,880 1,818 2,512,003 2,513,821 44.1% 1,926 2,512,003 2,513,929 44.1%

9년 8,614,800 2,882 4,017,090 4,019,972 46.6% 3,148 4,017,090 4,020,238 46.6%

12년 11,611,800 4,246 5,420,017 5,424,263 46.7% 4,765 5,420,017 5,424,782 46.7%

15년 14,681,160 5,545 6,884,909 6,890,454 46.9% 6,431 6,884,909 6,891,340 46.9%

18년 17,849,880 6,960 8,387,148 8,394,108 47.0% 8,343 8,387,148 8,395,491 47.0%

21년 20,315,520 8,110 9,320,795 9,328,905 45.9% 10,138 9,320,795 9,330,933 45.9%

24년 21,281,760 8,606 8,982,618 8,991,224 42.2% 11,403 8,982,618 8,994,021 42.2%

27년 22,425,840 9,132 8,339,544 8,348,676 37.2% 12,826 8,339,544 8,352,370 37.2%

30년 23,755,320 9,690 7,304,765 7,314,455 30.7% 14,427 7,304,765 7,319,19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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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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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4 04 04월월월월 현재현재현재현재    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 (     4.00%     )  (     4.00%     )  (     4.00%     )  (     4.00%     ) 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45년 34,097,400 0 278,352 278,352 0.8% 0 278,352 278,352 0.8%만기 46,551,600 0 0 0 0.0% 0 0 0 0.0%※ 중도환급금:     21,3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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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연연연연)))) 연령증가반영연령증가반영연령증가반영연령증가반영((((원원원원))))
연령증가연령증가연령증가연령증가++++

10%10%10%10%위험률증가위험률증가위험률증가위험률증가    반영반영반영반영((((원원원원))))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증가율증가율증가율증가율▶▶▶▶    경과기간별경과기간별경과기간별경과기간별    실손의료비실손의료비실손의료비실손의료비    담보담보담보담보    갱신보험료갱신보험료갱신보험료갱신보험료
1년
4년
7년

10년
13년
16년

10,713 10,713

10,661 - 0.5% 11,728 9.5%

12,508 17.3% 15,135 29.1%

14,781 18.2% 19,674 30.0%

16,796 13.6% 24,591 25.0%

19,554 16.4% 31,491 28.1%♣ 갱신시 보험료율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예시와 달리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실손의료비 담보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포함)가 가입한 전체 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    과거과거과거과거    위험률위험률위험률위험률    변동변동변동변동    내역내역내역내역구구구구    분분분분상해입원 변동내역 없음상해통원질병입원질병통원종합입원종합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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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실손보험계약정보실손보험계약정보실손보험계약정보실손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사전조회사전조회사전조회♣ 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www.klia.or.kr) 에서 실손보험계약정보 확인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실손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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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험협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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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1.1%2060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10131.1%2060골절수술비
10131.2%2060화상진단비
10125.0%2060화상수술비

100127.1%2040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7129.8%2040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0127.3%2040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1,000136.7%2040질병사망

100133.3%2040암진단비
10133.9%2040암수술비

1128.2%2040암입원비
100138.3%2040여성3대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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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3,261 10골절수술비 585 10화상진단비 480 10화상수술비 7 10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814 100상해흉터복원수술비 256 1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43 100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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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입원률 280 1여성3대암진단비 4,0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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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４０４０４０４０세여성세여성세여성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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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37.9%2040방사선약물치료비
1129.4%2040여성특정질병입원비

10144.5%2040여성특정질병수술비
10133.7%2040여성만성질병수술비
10144.1%2040피부질환수술비
10130.4%2040호흡기질환수술비

100133.5%2040뇌혈관질환진단비
100135.7%2040뇌졸중진단비
100142.7%2040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100142.6%2040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145.4%2040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125.9%2040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1,000125.4%20405대장기이식수술비

10130.1%2040인공관절수술비
100143.2%2040유방복원수술비

10147.6%2040충수염(맹장염)수술비
10129.4%2040갑상샘질환수술비

100141.3%2040말기신부전증진단비
1,000127.4%2040각막이식수술비
5,000135.5%33

실손의료비(종합입원형)(갱신형)

30135.5%33
실손의료비(상해통원형)(갱신형)

30135.5%33
실손의료비(질병통원형)(갱신형)

10,000135.5%33
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갱신형)

방사선약물치료비 4,799 100여성특정질병입원비 6,573 1여성특정질병수술비 266 10여성만성질병수술비 197 10피부질환수술비 34 10호흡기질환수술비 9 10뇌혈관질환진단비 8,946 100뇌졸중진단비 4,653 100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1,380 100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711 100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600 100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240 1,000

5대장기이식수술비 454 1,000인공관절수술비 94 10유방복원수술비 437 100충수염(맹장염)수술비 86 10갑상샘질환수술비 17 10말기신부전증진단비 334 100각막이식수술비 77 1,000실손의료비 종합입원형(갱신형)
99,516 5,000실손의료비 상해통원형(갱신형)_외래 2,058 25실손의료비 상해통원형(갱신형)_약제 63 5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갱신형)_외래 30,277 25실손의료비 질병통원형(갱신형)_약제 1,784 5일상생활중배상책임(갱신형

)
2,25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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