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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홍길동홍길동홍길동홍길동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보험계약보험계약보험계약보험계약    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 홍길동 (810505- 1* * * * * * )  30세 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2011.08.20 ~  2081.08.20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 홍길동 30 세직업 : 기타경영지원사무직종사자(상해급수 : 1급) /  자가용 /  이륜차 탑승하지않음홍길동님의홍길동님의홍길동님의홍길동님의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및및및및    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세만기 ▷사망보험금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4,000만원▷일반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 사고로 3%~ 80%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지급율× 4,000만원▷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4,000만원암진단비(세만기형) 100세만기 암으로 진단확정된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4,000만원
    (단, 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800만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400만원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암수술비(세만기형) 100세만기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200만원
    (단, 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40만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20만원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암입원비(세만기형) 100세만기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시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0만원▷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20% 3일초과 1일당 2만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10%

3일초과 1일당 1만원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방사선약물치료비 10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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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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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적립보험료는 제외)를 대체납입하게 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 중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자동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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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홍길동홍길동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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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님   (810505- 1* * * * * * )  30세 40,642원 40,642원 월납적립보험료 18원 18원 월납합합합합            계계계계 40,660원 40,660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피보험자 담보명담보명담보명담보명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홍길동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세만기 30년납 4,000만원 4,160원암진단비(세만기형) 100세만기 30년납 4,000만원 29,840원암수술비(세만기형) 100세만기 30년납 200만원 2,164원암입원비(세만기형) 100세만기 30년납 10만원 3,570원방사선약물치료비 100세만기 30년납 200만원 908원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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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08 08 08월월월월 현재현재현재현재    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부리이율 (     4.00%     )  (     4.00%     )  (     4.00%     )  (     4.00%     ) 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용시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적립부분 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보장부분 합계합계합계합계 환급율환급율환급율환급율
3개월 121,980 0 0 0 0.0% 0 0 0 0.0%

6개월 243,960 0 0 0 0.0% 0 0 0 0.0%

9개월 365,940 0 0 0 0.0% 0 0 0 0.0%

1년 487,920 0 0 0 0.0% 0 0 0 0.0%

2년 975,840 0 164,231 164,231 16.8% 0 164,231 164,231 16.8%

3년 1,463,760 0 600,843 600,843 41.0% 0 600,843 600,843 41.0%

6년 2,927,520 798 2,026,878 2,027,676 69.2% 851 2,026,878 2,027,729 69.2%

9년 4,391,280 1,397 3,312,944 3,314,341 75.4% 1,524 3,312,944 3,314,468 75.4%

12년 5,855,040 2,039 4,577,206 4,579,245 78.2% 2,288 4,577,206 4,579,494 78.2%

15년 7,318,800 2,720 5,915,578 5,918,298 80.8% 3,147 5,915,578 5,918,725 80.8%

18년 8,782,560 3,443 7,295,928 7,299,371 83.1% 4,114 7,295,928 7,300,042 83.1%

21년 10,246,320 4,210 8,735,236 8,739,446 85.2% 5,201 8,735,236 8,740,437 85.3%

24년 11,710,080 5,024 10,243,660 10,248,684 87.5% 6,424 10,243,660 10,250,084 87.5%

27년 13,173,840 5,888 11,788,314 11,794,202 89.5% 7,800 11,788,314 11,796,114 89.5%

30년 14,637,600 6,805 13,371,848 13,378,653 91.3% 9,348 13,371,848 13,381,196 91.4%

45년 14,637,600 9,158 13,115,810 13,124,968 89.6% 16,835 13,115,810 13,132,645 89.7%

60년 14,637,600 0 7,067,708 7,067,708 48.2% 0 7,067,708 7,067,708 48.2%만기 14,637,600 0 0 0 0.0% 0 0 0 0.0%※ 중도환급금:     20,482원
(기본계약 100세, 90세만기 가입자에 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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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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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복하세요^^홍길동홍길동홍길동홍길동 님 행복하세요^^※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인수규정이    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미반영되어, , , , 실제실제실제실제    가입시가입시가입시가입시    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보장내용이    변경될변경될변경될변경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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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일시중지 여부,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인 연복리 2.0%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0년 이내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지수지수지수지수    및및및및    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
[기준 : 40세, 상해급수 1급, 자가용 운전자,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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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공”  참조․ ․구분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보험료지수 연간보험료보험료지수(%) 가입금액
(만원)

보장위험명 연간 보험료(원) 기준보험금
(만원)남자 여자 남자 여자

0124.6%2060적립보험료
1,000131.4%2060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135.0%2060암진단비(세만기형)

10135.8%2060암수술비(세만기형)

1135.0%2060암입원비(세만기형)

100135.3%2060방사선약물치료비

0일반상해사망 5,892 1,000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936 1,000일반상해80%미만후유장해 2,918 1,00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발생률 9,267 100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발생률 494 10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수술률 1,386 10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수술률 49 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입원 4,600 1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입원 93 1항암방사선약물치료위험률(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5,9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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