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콜센터  1544-0114   www.lig.co.kr((((무무무무))))LLLLIIIIGGGG111100000000세세세세행행행행복복복복플플플플러러러러스스스스보보보보험험험험    22221111222255552222_해지환급금예시표설 계 번 호 RQ12-00833325 보 험 기 간 20년납 100세만기 계 약 형 태 기본플랜보 험 계 약 자 납 입 주 기 월납 할 인 후 보 험 료 85,006원보 장 보 험 료 77,550원 적 립 보 험 료 7,456원 합 계 보 험 료 85,006원 (단위 : 원)세만기담보(적립부분 포함) 3년만기 갱신특약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중도인출가능액경과기간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3개월 215,349 0 0.0 % 0 0.0 % 0 39,669 0 0.0 % 6개월 430,698 0 0.0 % 0 0.0 % 0 79,338 0 0.0 % 9개월 646,047 0 0.0 % 0 0.0 % 0 119,007 0 0.0 %1년 861,396 855 0.1 % 855 0.1 % 0 158,676 0 0.0 %2년 1,722,792 198,812 11.5 % 201,377 11.7 % 42,420 317,352 40 0.0 %3년 2,584,188 839,510 32.5 % 845,302 32.7 % 108,755 476,028 0 0.0 %4년 3,445,584 1,535,414 44.6 % 1,545,831 44.9 % 175,652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5년 4,306,980 2,238,301 52.0 % 2,254,840 52.4 % 244,799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7년 6,029,772 3,666,099 60.8 % 3,699,651 61.4 % 390,073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10년 8,613,960 5,384,182 62.5 % 5,458,194 63.4 % 633,989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15년 12,920,940 8,309,569 64.3 % 8,501,496 65.8 % 1,110,060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20년 17,227,920 11,139,515 64.7 % 11,528,663 66.9 % 1,689,340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25년 17,227,920 9,842,764 57.1 % 10,510,468 61.0 % 2,055,794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30년 17,227,920 6,139,539 35.6 % 7,166,257 41.6 % 2,501,472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35년 17,227,920 5,598,724 32.5 % 7,084,588 41.1 % 3,043,769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40년 17,227,920 4,918,827 28.6 % 6,987,999 40.6 % 3,703,619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45년 17,227,920 4,150,287 24.1 % 6,956,889 40.4 % 4,506,992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50년 17,227,920 3,121,576 18.1 % 6,855,051 39.8 % 5,484,040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3년만기 갱신특약만의 예시입니다.비고 ※ 3년만기 갱신특약을 계속 갱신하여 담보별 보험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의 예상만기환급률 : 20% 위 만기환급률의 계산에 사용된 3년만기 갱신특약의 예상납입보험료는 갱신시의 보험료 변동을 예측하여 산출한 것으로, 갱신시 실제 적용 되는 보험료의 변동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만기환급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보장성보험'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3년만기 갱신특약을 갱신하지 않아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립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률은 3년만기 갱신특약을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 포함)만의 예시입니다. 고객이 3년만기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환급률은 낮아집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위 '세만기담보(적립부분 포함)'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  [보장성](계약일 현재 연 4.0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세만기 보장담보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납입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80%, 2년미만: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90%, 2년이상: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100%※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3년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이하 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   하셔야 합니다.-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지 않으며,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향후 해지(만기)환급금은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 마다 자동갱신되며, 잔여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2년 만기로 갱신됩니다.- 보장내용에 (갱신형) [예:질병입원일당(갱신형) ]으로 표시되며,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담보만 해당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동안 계속납입해야 합니다.  단, 갱신보험료 납입면제 대체납입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갱신특약 보장보험료를 대체납입할 수 있습니다.※위 중도인출가능액은 적립부분 예상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며, 해당 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영업담당자 (주)리치플래너보험대리점(이미선)(☎010-8867-8699)지 점 강남GS1지점(☎02-580-7950)설 계 번 호 RQ12-00833325 (1/3 Page) 발급일시 2012-01-15 12:20:31



고객콜센터  1544-0114   www.lig.co.kr((((무무무무))))LLLLIIIIGGGG111100000000세세세세행행행행복복복복플플플플러러러러스스스스보보보보험험험험    22221111222255552222_해지환급금예시표※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경경경과과과과기기기기간간간간별별별별    실실실실손손손손의의의의료료료료비비비비    담담담담보보보보    갱갱갱갱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예예예예시시시시연령증가만 반영 연령증가 + 위험률 10% 상승경과년수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연령증가 + 위험률 20% 상승보험료 증가율(단위 : 원)13,003 13,0031 년 13,00313,966 7.4% 15,363 18.2%4 년 16,759 28.9%15,736 12.7% 19,041 23.9%7 년 22,660 35.2%18,143 15.3% 24,148 26.8%10 년 31,351 38.4%20,392 12.4% 29,856 23.6%13 년 42,285 34.9%22,938 12.5% 36,942 23.7%16 년 57,077 35.0%25,222 10.0% 44,682 21.0%19 년 75,312 31.9%26,734 6.0% 52,097 16.6%22 년 95,793 27.2%26,317 -1.6% 56,413 8.3%25 년 113,158 18.1%25,335 -3.7% 59,739 5.9%28 년 130,723 15.5%25,611 1.1% 66,428 11.2%31 년 158,577 21.3%27,269 6.5% 77,802 17.1%34 년 202,611 27.8%28,519 4.6% 89,505 15.0%37 년 254,278 25.5%29,058 1.9% 100,316 12.1%40 년 310,901 22.3%29,128 0.2% 110,614 10.3%43 년 373,980 20.3%29,128 0.0% 121,675 10.0%46 년 448,776 20.0%28,206 -3.2% 129,606 6.5%49 년 521,485 16.2%※위는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의 경과기간별 예상갱신보험료로 다음의 가정에 의해 산출하였습니다.  - '연령증가만 반영'한 경우의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합니다.  - '연령증가 + 위험률10%상승' 경우의 보험료는,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 뿐 아니라 매 갱신시 위험률 10% 증가를 가정합니다.  - '연령증가 + 위험률20%상승' 경우의 보험료는,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 뿐 아니라 매 갱신시 위험률 20% 증가를 가정합니다.※'증가율'은 직전 보험료 대비 갱신시점의 보험료의 증감을 나타냅니다.※위 실손의료비 예시는 고객님이 가입하신 갱신형 실손의료비 담보만 해당되며,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사항은 가입설계서의 보장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 종합입원형(상해)실손의료비(갱신형)]※갱신시 보험요율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실실실손손손손의의의의료료료료보보보보험험험험    과과과과거거거거    위위위위험험험험률률률률    변변변변동동동동    내내내내역역역역 (단위 : %)구구구구분분분분 2222000011111111((((4444월월월월)))) 2222000011111111((((6666월월월월))))상해입원 변동없음 변동없음상해통원 변동없음 변동없음질병입원 변동없음 변동없음질병통원 변동없음 변동없음종합입원 변동없음 변동없음종합통원 변동없음 변동없음□□□□    경경경경과과과과기기기기간간간간별별별별    질질질질병병병병담담담담보보보보    갱갱갱갱신신신신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실실실실손손손손의의의의료료료료비비비비    외외외외))))    예예예예시시시시※ 아래는 고객님이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외 질병담보 갱신특약의 경과기간별 예상갱신보험료 예시입니다.   예상갱신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증가율'은 직전 보험료 대비 갱신시점의 보험료의 증감을 나타냅니다.※ 갱신시 보험요율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아래의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    ::::    ㅇㅇㅇㅇㅎㅎㅎㅎㄱㄱㄱㄱ 영업담당자 (주)리치플래너보험대리점(이미선)(☎010-8867-8699)지 점 강남GS1지점(☎02-580-7950)설 계 번 호 RQ12-00833325 (2/3 Page) 발급일시 2012-01-15 12:20:31



고객콜센터  1544-0114   www.lig.co.kr((((무무무무))))LLLLIIIIGGGG111100000000세세세세행행행행복복복복플플플플러러러러스스스스보보보보험험험험    22221111222255552222_해지환급금예시표경과년수 1 ~ 3년 4 ~ 6년 7 ~ 9년 10 ~ 12년 13 ~ 15년 16 ~ 18년 19 ~ 21년 22 ~ 24년 25 ~ 27년 28 ~ 30년보험료(원) 220 280 380 500 640 780 920 1,140 1,600 2,440증가율 27.3% 35.7% 31.6% 28.0% 21.9% 17.9% 23.9% 40.4% 52.5% ……… 49 ~ 50년18,58012.9%■ 갱신보험료납입면제대체납입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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