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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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08월20일 ~ 2081년08월20일월　납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청청청청 약약약약 일일일일 자자자자납납납납 기기기기 //// 만만만만 기기기기보보보보 험험험험 료료료료 2011년08월20일30년납 100세만기48,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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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이후, 실손특약의 경우 매회 갱신(3년 경과)시점에위험률 10% 증가를 가정시에  70년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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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 645 36%1　년 587 0 0% 7　년 4,115 2,777 67%5　년 2,939 1,696 57% 20　년 11,757 8,691 73%10　년 5,878 4,078 69% 30　년 17,636 13,517 76%25　년 14,697 11,201 76% 70　년 17,636 3,616 20%40　년 17,636 13,527 7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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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 644 36%1　년 587 0 0% 7　년 4,115 2,769 67%5　년 2,939 1,692 57% 20　년 11,757 8,605 73%10　년 5,878 4,061 69% 30　년 17,636 13,270 75%25　년 14,697 11,049 75% 70　년 17,636 867 4%40　년 17,636 12,99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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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 810505-1******[[[[    담담담담보보보보    사사사사항항항항    ]]]] 보보보보장장장장명명명명    및및및및    보보보보장장장장내내내내역역역역 가가가가입입입입금금금금액액액액((((천천천천원원원원))))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기본계약▣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30년납 100세만기)                                       50,000 1,350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선택계약▣                                                                                ■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30년납  60세만기)                                            20,000 3,300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각각 지급                                    ■ 암진단비(  30년납 100세만기)                                                         30,000 27,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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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 3,330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이후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               (1년미만50%지급)                                                                      ■ 암수술비(Ⅰ)(  30년납 100세만기)                                                     2,000 422    :암보장개시일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1년미만 10% 지급)                               ■ 암수술비(Ⅱ)(  30년납 100세만기)                                                     2,000 1,170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수술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80%지급(1년미만 40% 지급)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30년납 100세만기)                                             2,000 1,092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 지급)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1년미만 10% 지급)                                                                  ■ 암입원일당(  30년납 100세만기)                                                       100 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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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상해사망(  30년납 100세만기)                                                     50,000 3,200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질병사망(Ⅱ)(  30년납  60세만기)                                                     20,000 3,160    : 질병사망시 지급                                                                       ■ 이륜차운전중상해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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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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