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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설계서



▣본 가입설계서는 약관 및 증권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알알알알파파파파PPPPlllluuuussss보보보보장장장장보보보보험험험험((((ⅡⅡⅡⅡ))))1111111100004444

[[[[    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    사사사사항항항항    ]]]]계계계계 약약약약 자자자자 명명명명보보보보 험험험험 기기기기 간간간간납납납납 입입입입 방방방방 법법법법형형형형 구구구구 분분분분 2011년05월23일 ~ 2096년05월23일월　납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청청청청 약약약약 일일일일 자자자자납납납납 기기기기 //// 만만만만 기기기기보보보보 험험험험 료료료료 2011년05월23일30년납 100세만기24,290원[[[[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예예예예시시시시    ]]]]□ 당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갱신형 갱신담보 보험료 변경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현현현재재재재적적적적용용용용    금금금금리리리리예예예예시시시시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이이이이    최최최최초초초초로로로로    발발발발생생생생하하하하는는는는    기기기기간간간간::::        1111년년년년 (단위:천원)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 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3　년 874 233 26%1　년 291 0 0% 7　년 2,040 1,400 68%5　년 1,457 781 53% 20　년 5,829 4,747 81%10　년 2,914 2,095 71% 80　년 8,744 37 0%40　년 8,744 8,571 98%85　년 8,744 0 0%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 경경경경과과과과    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해해해해지지지지    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환환환환급급급급율율율율[[[[    최최최최저저저저보보보보증증증증    금금금금리리리리예예예예시시시시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이이이이    최최최최초초초초로로로로    발발발발생생생생하하하하는는는는    기기기기간간간간::::        1111년년년년 (단위:천원)3　년 874 233 26%1　년 291 0 0% 7　년 2,040 1,400 68%5　년 1,457 781 53% 20　년 5,829 4,747 81%10　년 2,914 2,095 71% 80　년 8,744 37 0%40　년 8,744 8,571 98%85　년 8,74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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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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입설계서는 약관 및 증권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무무무배배배배당당당당    알알알알파파파파PPPPlllluuuussss보보보보장장장장보보보보험험험험((((ⅡⅡⅡⅡ))))1111111100004444

[[[[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    사사사사항항항항    ]]]]피피피피보보보보험험험험자자자자명명명명 15세중학생 주주주주민민민민////사사사사업업업업자자자자번번번번호호호호 960508-2******[[[[    담담담담보보보보    사사사사항항항항    ]]]] 보보보보장장장장명명명명    및및및및    보보보보장장장장내내내내역역역역 가가가가입입입입금금금금액액액액((((천천천천원원원원))))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30년납 100세만기)                                             20,000 1,120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각각 지급                                       ▣선택계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20,000 84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한의원 포함)등           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경우 지급(최초1회한)                                         ■ 질병사망ㆍ고도후유장해(  30년납  60세만기)                                           30,000 2,610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각각 지급                                    ■ 암진단비(  30년납  80세만기)                                                         30,000 12,330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1년미만50%)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지급(1년미만 10%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치료비(  30년납  80세만기)                                            30,000 1,350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이후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1년미만 50%지급)                                                         ■ 뇌졸중진단비(  30년납  80세만기)                                                     30,000 5,550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30년납  80세만기)                                             30,000 840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30년납 100세만기)                                           100,000 170    :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지급(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손해 20만원)                                        ■ 피부질환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1,000 40    :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후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 여성특정질병수술비(  30년납  80세만기)                                               2,000 200    :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 이륜차운전중상해부보장                                                                                                                                                         ※ 보장 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 부터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보장          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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