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콜센터  1544-0114   www.lig.co.kr((((무무무무))))LLLLIIIIGGGG111100000000세세세세행행행행복복복복플플플플러러러러스스스스보보보보험험험험    22221111222255552222_해지환급금예시표설 계 번 호 RQ12-0023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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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89원보 장 보 험 료 71,548원 적 립 보 험 료 8,041원 합 계 보 험 료 79,589원 (단위 : 원)세만기담보(적립부분 포함) 3년만기 갱신특약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적용이율시 중도인출가능액경과기간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예상해지환급률 3개월 195,303 0 0.0 % 0 0.0 % 0 43,464 0 0.0 % 6개월 390,606 0 0.0 % 0 0.0 % 0 86,928 0 0.0 % 9개월 585,909 0 0.0 % 0 0.0 % 0 130,392 0 0.0 %1년 781,212 0 0.0 % 0 0.0 % 0 173,856 0 0.0 %2년 1,562,424 282,066 18.1 % 284,828 18.2 % 41,785 347,712 0 0.0 %3년 2,343,636 829,767 35.4 % 836,010 35.7 % 117,287 521,568 0 0.0 %4년 3,124,848 1,405,631 45.0 % 1,416,868 45.3 % 189,437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5년 3,906,060 1,986,787 50.9 % 2,004,628 51.3 % 264,006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7년 5,468,484 3,168,308 57.9 % 3,204,489 58.6 % 420,674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10년 7,812,120 4,656,129 59.6 % 4,735,947 60.6 % 683,759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15년 11,718,180 7,203,546 61.5 % 7,410,532 63.2 % 1,197,236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20년 15,624,240 9,768,974 62.5 % 10,188,670 65.2 % 1,822,029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25년 15,624,240 8,981,898 57.5 % 9,702,038 62.1 % 2,217,272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30년 15,624,240 7,243,885 46.4 % 8,351,233 53.5 % 2,697,955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35년 15,624,240 6,627,746 42.4 % 8,230,305 52.7 % 3,282,847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40년 15,624,240 5,773,616 37.0 % 8,005,296 51.2 % 3,994,520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45년 15,624,240 4,758,016 30.5 % 7,785,028 49.8 % 4,860,996 갱신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50년 15,624,240 3,366,784 21.5 % 7,393,480 47.3 % 5,91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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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Q12-00239028 (1/3 Page) 발급일시 2012-01-05 1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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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8 14,1281 년 14,12816,657 17.9% 18,322 29.7%4 년 19,989 41.5%18,778 12.7% 22,721 24.0%7 년 27,040 35.3%21,400 14.0% 28,483 25.4%10 년 36,979 36.8%24,187 13.0% 35,412 24.3%13 년 50,154 35.6%27,343 13.0% 44,036 24.4%16 년 68,038 35.7%30,515 11.6% 54,060 22.8%19 년 91,117 33.9%33,159 8.7% 64,618 19.5%22 년 118,814 30.4%34,192 3.1% 73,294 13.4%25 년 147,020 23.7%34,732 1.6% 81,896 11.7%28 년 179,209 21.9%36,203 4.2% 93,901 14.7%31 년 224,160 25.1%38,781 7.1% 110,647 17.8%34 년 288,146 28.5%41,509 7.0% 130,272 17.7%37 년 370,098 28.4%44,998 8.4% 155,346 19.2%40 년 481,448 30.1%45,646 1.4% 173,340 11.6%43 년 586,057 21.7%45,646 0.0% 190,674 10.0%46 년 703,270 20.0%44,204 -3.2% 203,116 6.5%49 년 81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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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담당자 (주)리치플래너보험대리점(이미선)(☎010-8867-8699)지 점 강남GS1지점(☎02-580-7950)설 계 번 호 RQ12-00239028 (2/3 Page) 발급일시 2012-01-05 1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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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420 500 580 680 800 900 980 1,160 1,540증가율 16.7% 19.0% 16.0% 17.2% 17.6% 12.5% 8.9% 18.4% 32.8% ……… 49 ~ 50년13,30012.0%■ 갱신보험료납입면제대체납입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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