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자 변경 확인서

※보험수익자지정 추가약정 변경 또는 계약자변경 신청시 변경 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 작성합니다. 

(수익자지정 추가약정 변경, 계약자 변경)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추가약정 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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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여부

보험계약번호 상품명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행사 약정란

□동일 □상이   □ 약정함   □ 약정하지 아니함

□동일 □상이   □ 약정함   □ 약정하지 아니함

□동일 □상이   □ 약정함   □ 약정하지 아니함

□동일 □상이   □ 약정함   □ 약정하지 아니함

□동일 □상이   □ 약정함   □ 약정하지 아니함

약정한 경우 본인(보험계약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본인(보험계약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본인(보험계약자)이 지정한 수익자
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변경후 계약자                                              (서명/날인)

※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자가 서명하여 주시고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변경후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1 (서명/날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날인)
친권자2 (서명/날인) 

 보험약관 수령확인 □ 수령함 ( 책자 / CD / 출력물 )

 중요내용 설명

■ 약관의 중요한내용 설명 요청란 (계약일 2013.4.1일 이후 계약 작성)

보험계약번호 상품명 피보험자 계약일자 약관의 중요한내용 설명 요청란

  □ 요청함   □ 요청하지 아니함

  □ 요청함   □ 요청하지 아니함

  □ 요청함   □ 요청하지 아니함

  □ 요청함   □ 요청하지 아니함

  □ 요청함   □ 요청하지 아니함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승계관련 사항을 작성 바랍니다.

                                                                                                                                                             변경후 계약자                                               (서명/날인)

※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자가 서명하여 주시고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변경처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변경 前, 後 계약자에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 관련근거 금융감독원 2012. 09. 11 ]

변경후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1 (서명/날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날인)
친권자2 (서명/날인)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을 요청한 경우

상기 보험계약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을 확인합니다.

변경후 계약자                                               (서명/날인)                                     

설명 들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