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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입설계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조건,보험료,보장내용,해지환급금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약관약관약관    및및및및    상품설명서상품설명서상품설명서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가입조건상   품   명 (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2형(100세보장)- 3종(100%만기환급형)납입주기/초회보험료 월납 /  45,900 원피보험자(보험대상자)성명/성별 생년월일 보험나이 상령일ㄱㅅㅇ / 여성 2003년 11월 20일 8 세 2012년 05월 20일가입상품의가입상품의가입상품의가입상품의    구성구성구성구성상품명(주보험/특약)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현재 가입시 보험료 상령일 이후 보험료(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2형(100세보장 100세 30년 2,500 만원 32,000 원 33,000 원(무)통원특약1형(순수보장형) 80세 30년 1,000 만원 2,100 원 2,100 원(무)어린이청소년통원특약(순수보장형) 30세 30세 1,000 만원 1,200 원 1,200 원(무)꿈나무자녀사랑추가보장특약 1종(순 80세 30년 1,000 만원 8,100 원 8,200 원(무)재해장해보장특약Ⅱ 80세 30년 1,000 만원 300 원 300 원(무)치과통원특약 (순수보장형) 80세 30년 2,000 만원 2,200 원 2,200 원합계보험료(초회보험료) 45,900 원 47,000 원* 주보험 가입금액 : 보험금,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상령일이란상령일이란상령일이란상령일이란????매년 이 날을 기준으로 보험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는 날로 일반적으로 상령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시면 상령일 이후 가입시보다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싸집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신                고객님께서는 상령일이 매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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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입에 관한 사항이 보험은 태아를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에 정한 태아가입 특칙에 따라 운용합니다. 단, 태아를 가입대상으로 한 계약의 경우, 주계약에 무배당신생아보장특약Ⅱ, 무배당선천이상수술보장특약, 무배당선천이상입원보장특약 중 1개특약 이상을 의무부가토록 합니다. 태아를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보험료는 「자녀남자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추가 납입된 보험료나 추가납입해야할 보험료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2명인 경우 주보험 기본보험료의 0.5%를 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3명 이상인 경우 주보험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최초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추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을 신청 또는 변경하고, 신청 또는 변경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주보험 기본보험료부터   해당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계약자는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
다태아(쌍둥이) 가입에 관한 사항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다태아의 경우 1건만 가입가능하며, 무배당선천이상입원보장특약에 한하여 의무부가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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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험주보험주보험주보험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  가입금액 : 2,500만원 보험기간 : 100세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암진단비 고액치료비관련암 : 백혈병,뇌암,임파선암,골수암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 지급) 고액치료비관련암 1 억원「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 암5,000 만원경계성종양,갑상선암 300 만원기타피부암,제자리암 300 만원2대 질환치료비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1회한,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시 50%지급) 뇌출혈 1,000 만원급성심근경색증 1,000 만원질병 및 재해수술비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질병수술시 50% 지급) (수술1회당) 1종 10 만원2종 30 만원3종 50 만원4종 100 만원5종 500 만원질병 및 재해입원비 질병 및 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단, 1회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2 만원만기축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2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면제납입면제무배당수호천사꿈나무자녀사랑보험 주보험 보장내용에 관한 유의사항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     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2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암진단비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치료비관련 암"으로 진단확정시, "고액치료비관련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에서 해당시점("고액치료비관련     암" 진단확정시점)의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비(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암진단비는 제외)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치료비관련 암"     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고액치료비관련 암이외의 암"으로     인한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약관 제15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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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별특약별특약별특약별    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급부명급부명급부명급부명 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암통원비암통원비암통원비암통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통원1회당) 암 3 만원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1 만원특정상병 : 콜레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기타 살모넬라 감염, 시겔라증,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NEC, 페스트,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황열, 마마,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특정상병특정상병특정상병특정상병통원비통원비통원비통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특정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시 (통원1회당) 1 만원주) 1. 계약 소멸사유 : 주계약 해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2.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3. 약관 제10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 해당하는 암통원비는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통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80세]

(무)통원특약 1형(암·특정상병 보장)(순수보장형)(무)통원특약 1형(암·특정상병 보장)(순수보장형)(무)통원특약 1형(암·특정상병 보장)(순수보장형)(무)통원특약 1형(암·특정상병 보장)(순수보장형)

급부명급부명급부명급부명 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 결핵,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 신부전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주요질환주요질환주요질환통원비통원비통원비통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1회당) 3 만원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 장 감염 질환,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인플루엔자 및 폐렴, 주요천식, 주요 위·십이지장궤양, 충수의 질환, 탈장, 요로결석증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생활질환생활질환생활질환통원비통원비통원비통원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1회당) 1 만원주) 1. 계약 소멸사유 : 주계약 해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30세]

(무)어린이청소년통원특약(무)어린이청소년통원특약(무)어린이청소년통원특약(무)어린이청소년통원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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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80세]

(무)꿈나무자녀사랑 추가보장특약 1종(무)꿈나무자녀사랑 추가보장특약 1종(무)꿈나무자녀사랑 추가보장특약 1종(무)꿈나무자녀사랑 추가보장특약 1종급부명급부명급부명급부명 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CI치료자금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말기신부전증,재생불량성빈혈,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확정시또는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 또는 수술시 50% 지급) 말기신부전증 5,000 만원5대장기이식수술비 3,000 만원재생불량성빈혈 1,000 만원인슐린의존 당뇨병 300 만원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 중대한 화상 및 부식 3,000 만원중대한수술비 중대한 재해수술 : 재해에 의한 개두수술,개흉수술 및 개복수술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시(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양성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500 만원재해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300 만원
어린이·청소년질환수술비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 결핵,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기타형태의 심장병,신부전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 장 감염 질환,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인플루엔자 및 폐렴,주요천식,주요 위· 십이지장궤양,충수의 질환, 탈장,

                                    요로결석증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또는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으로 수술시(단,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수술1회당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500 만원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50 만원어린이·청소년질환입원비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또는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으로4일이상 계속 입원시(단,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3일초과1일당 아래금액 지급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 8 만원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1 만원컴퓨터관련질환수술비 컴퓨터관련질환 :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특정신경계통질환, 근육골격계통질환, 두통컴퓨터관련질환으로 수술시(단,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수술 1회당 20 만원컴퓨터관련질환입원비 컴퓨터관련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단,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3일초과1일당 아래금액 지급컴퓨터관련질환 1 만원디스크질환 수술비 디스크질환 :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 장애디스크질환 치료로 수술시 (단,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수술시 50% 지급) 수술1회당 100 만원디스크질환입원비 디스크질환의 치료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단,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3일초과1일당 아래금액 지급디스크질환 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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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급부명급부명급부명 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성인질환수술비 성인주요질환 : 급성류마티스열 및 만성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의 심장병,뇌혈관질환,신부전남성생활질환 : 당뇨병,고혈압질환,천식,위십이지장궤양,바이러스간염,간의 질환,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여성생활질환 : 갑상선의 장애,당뇨병,고혈압질환,만성하기도질환,위십이지장궤양,뼈밀도 및 구조장애,

                     사구체질환,세뇨관-간질질환,영양성 빈혈,용혈성 빈혈,무형성 및 기타빈혈,응고결함,자색
                     및 기타출혈성 병태,혈액 및 조혈기관의 기타질환,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하는 특정장애30세 계약해당일부터 성인주요질환 또는 남성생활질환,여성생활질환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성인주요질환 500 만원여성생활질환(여성) 100 만원성인질환입원비 30세 계약해당일부터 성인주요질환 또는남성생활질환, 여성생활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아래금액 지급성인주요질환 8 만원여성생활질환(여성) 3 만원시청각질환통원비 시청각질환 :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등 약관에서 정한 질환시청각질환의 치료로 통원시 통원1회당 1 만원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특정법정감염병 :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상세불명의 이질(세균성이질),파상풍,풍진(독일홍역),

                        일본뇌염,말라리아 등 약관에서 정한 법정감염병특정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감염병환자로 진단시 발생1회당 50 만원재해골절치료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상태가 되었을때 발생1회당 30 만원유괴납치위로금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때(단,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최초1회한 500 만원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단,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발생1회당 100 만원재해장해급여금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10,000 만원×해당장해지급률교통재해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 만원×해당장해지급률스쿨존 교통사고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단, 1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사고1회당 30 만원교통사고중상치료비 교통사고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중상)을 입었을 때 사고1회당 30 만원주)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
         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며,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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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급부명급부명급부명 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재해장해재해장해재해장해재해장해연금연금연금연금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1,000만원(10년 확정지급)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500만원(10년 확정지급)주) 1. 재해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가입금액 : 1,000만원, 보험기간 : 80세]

(무)재해장해보장특약Ⅱ(무)재해장해보장특약Ⅱ(무)재해장해보장특약Ⅱ(무)재해장해보장특약Ⅱ

급부명급부명급부명급부명 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치과통원비치과통원비치과통원비치과통원비 의료기관 중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 만원
 주) 1. 계약소멸사유 : 주계약 해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2.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발생시
      3. 치과통원이란 의료기관 중 치과에 통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만을 목적으로 통원하는 경우
          에는 치과통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가입금액 : 2,000만원, 보험기간 : 80세]

(무)치과통원특약1종(순수보장형)(무)치과통원특약1종(순수보장형)(무)치과통원특약1종(순수보장형)(무)치과통원특약1종(순수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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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예시예시예시예시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세 13 0 2.3

6개월 8세 27 0 2.3

9개월 8세 41 0 2.3

1년 8세말 55 1 2.3

2년 9세말 110 15 14.2

3년 10세말 165 60 36.6

4년 11세말 220 107 48.9

5년 12세말 275 156 56.8

6년 13세말 330 206 62.5

7년 14세말 385 257 66.8

8년 15세말 440 299 68.0

9년 16세말 495 342 69.2

10년 17세말 550 387 70.4

11년 18세말 605 434 71.7

12년 19세말 660 481 72.9

13년 20세말 716 530 74.1

14년 21세말 771 581 75.3

15년 22세말 826 633 76.6

16년 23세말 881 686 77.9

17년 24세말 936 741 79.2

18년 25세말 991 797 80.5

19년 26세말 1,046 855 81.8

20년 27세말 1,101 915 83.1

25년 32세말 1,372 1,238 90.2

30년 37세말 1,640 1,602 97.6

35년 42세말 1,640 1,776 108.3

40년 47세말 1,640 1,926 117.4

45년 52세말 1,640 2,054 125.2

50년 57세말 1,640 2,155 131.3

92년 99세말 1,640 1,152 70.2

[기준: 주보험 여자 8세, 100세만기, 30년납, 가입금액 2,500만원, 특약의 경우 계약사항참조, 단위 : 만원,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계약일 이후 약정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을시(일시납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 이 상품의 예정이율
       로 계산된 금액 입니다. 4.0%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자동갱신특약선택시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환급금은 자동갱신특약의 최초계약만을 반영한 금액입니다.만기환급형특약선택시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해당특약의 만기시 만기축하금이 지급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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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    및및및및    보험료지수보험료지수보험료지수보험료지수상품명 연령
(세)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연간보험료 보험료지수보장위험 연간보험료(원) 기준보험금
(만원)

보험료지수 가입금액
(만원)남 여 남 여

(무)꿈나무자녀사랑보험2형(100세보장)- 3종
(100%만기환급형)

5세 95년 20년 고액암진단 3,225 3,375 1,000

141.8% 169.8% 2,500

일반암진단 32,483 27,060 1,000소액암진단 345 1,619 100뇌출혈진단 8,808 7,436 1,000급성심근경색증진단 14,260 8,877 1,000

1~ 5종수술 46,603 35,045 100기타질병및재해입원 18,235 16,662 1

(무)통원특약1형(순수보장형)

5세 19년 10년 암 통원 229 266 1

159.2% 189.5% 1,000소액암 통원 31 81 1특정상병 통원 19,322 12,995 1

(무)어린이청소년통원특약(순수보장형)

5세 19년 10년 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통원 320 374 1
165% 169.2% 1,000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통원 15,996 15,832 1

(무)꿈나무자녀사랑추가보장특약 1종(순수보장형
)

5세 75년 20년 말기신부전증진단 1,863 1,441 1,000

132% 137.1% 1,000

5대장기이식수술 513 341 1,000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 445 188 1,000재생불량성빈혈진단 550 521 1,000조혈모세포이식수술 450 391 1,000양성뇌종양수술 111 141 100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 731 958 100중대한재해수술 829 412 100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수술 76 74 100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수술 364 407 10컴퓨터관련질환수술 124 97 10디스크질환수술 498 219 100성인주요질환수술 1,548 1,124 100남녀생활질환수술 595 641 100어린이청소년주요질환입원 71 39 1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입원 821 815 1컴퓨터관련질환입원 141 54 1성인주요질환입원 1,283 1,018 1남녀생활질환입원 803 553 1디스크질환입원 272 70 1시청각질환통원 9,791 13,439 1특정법정감염병진단 22 16 10재해골절치료비 4,266 2,3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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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연간보험료    및및및및    보험료지수보험료지수보험료지수보험료지수상품명 연령
(세)

보험기간
(년)

납입기간
(년)

연간보험료 보험료지수보장위험 연간보험료(원) 기준보험금
(만원)

보험료지수 가입금액
(만원)남 여 남 여

(무)꿈나무자녀사랑추가보장특약 1종(순수보장형
)

5세 75년 20년 유괴납치위로금 3 14 100

132% 137.1% 1,000

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 278 132 100재해장해급여금 3,516 1,609 1,000교통재해장해급여금 1,265 811 1,000스쿨존교통사고치료비 2 2 10교통사고중상치료비 526 328 10

(무)재해장해보장특약Ⅱ 5세 19년 10년 재해장해80%이상발생 255 120 1,000
137.1% 171.4% 1,000재해장해50%이상발생 476 246 1,000

(무)치과통원특약 (순수보장형)

5세 19년 10년 치과통원 16,956 18,497 1 157.1% 148.5% 1,000※ 주) 소액암: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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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알아두실 사항가입시 알아두실 사항가입시 알아두실 사항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예정이율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사항보험계약사항보험계약사항보험계약사항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자필서명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배당에 관한 사항배당에 관한 사항배당에 관한 사항예금자보호 안내예금자보호 안내예금자보호 안내예금자보호 안내세제혜택세제혜택세제혜택세제혜택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에 1차 상담을 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이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제기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동양생명 상담안내 : 1577-1004동양생명 상담안내 : 1577-1004동양생명 상담안내 : 1577-1004동양생명 상담안내 : 1577-1004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생명보험협회 전화번호 안내  본사 : 02) 2262-6600      서울 : 02) 2262-6570    부산 : 051) 669-7501~4    대구 : 053) 427-8051  대전 : 042) 242-7002~4    강릉 : 033) 645-9673    전주 : 063) 252-5946~7    광주 : 062) 350-0111~4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본 가입설계서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험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myangel.co.kr (동양생명 홈페이지)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복리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은 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청약철회 청구제도청약철회 청구제도청약철회 청구제도품질보증제도품질보증제도품질보증제도품질보증제도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1년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가입후 2년이내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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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확인' ,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 , '알릴의무사항 등에 대한 확인' (서명, 체크(√ ), 덧쓰기)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따라서따라서따라서    귀하께서는귀하께서는귀하께서는귀하께서는권익보호를권익보호를권익보호를권익보호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교부해드린교부해드린교부해드린교부해드린    길라잡이길라잡이길라잡이길라잡이    내용을내용을내용을내용을    꼼꼼히꼼꼼히꼼꼼히꼼꼼히    살펴보신살펴보신살펴보신살펴보신    후후후후    보험보험보험보험    계약을계약을계약을계약을    진행하시기진행하시기진행하시기진행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 취취취취                지지지지 확인근거확인근거확인근거확인근거□□□□     상품상품상품상품
                        설명서설명서설명서설명서 상품설명내용에 대한계약자확인 귀하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상품설명서를 통하여설명한 항목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제95조의2

            □□□□     보험계약보험계약보험계약보험계약    비교안내비교안내비교안내비교안내
                            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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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여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업법제97조③2□□□□     청약서청약서청약서청약서 청약서내용확인 귀하가 청약서에 나타난 보험계약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법제638조의2①피보험자동의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법제731조①자동이체신청 보험료가 예금주 계좌로부터 동양생명보험회사로 정기적으로 이체되기위해서는 예금주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12조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계약체결용)

이 계약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제공,조회하는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7조신용정보법제32조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영업목적용)

이 계약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회사가 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으로이용하기 위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및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17조신용정보법제33조고지의무확인 귀하의 건강상태, 직업 등과 관련하여 청약서에 알린 사항이 사실임을귀하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제651조
            □□□□     특별조건부특별조건부특별조건부특별조건부    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특정 질병이 있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가 특정 병명 또는 특정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에 있는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법제638조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