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 수수료율 안내
신한카드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명보험사 (2017년 9월 기준)

보험사 구분 상품명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모집

수수료율(%)
비고

(무)신한소중한아이사랑보험_100%환급형 월납 40 3.30%

(무)신한소중한아이사랑보험_계약전환형 월납 40 2.67%

(무)신한소중한아이사랑보험_고급형 월납 40 3.30%

(무)신한소중한아이사랑보험_순수보장형 월납 40 3.30%

(무)참좋은실버보험_100%환급형 월납 40 3.26%

(무)참좋은실버보험_50%환급형 월납 40 3.26%

(무)참좋은실버보험_순수보장형 월납 40 3.26%

(무)신한간편한3大건강보험(갱신형)_(1형, 간편심사형) 월납 10 8.37%

(무)신한간편한3大건강보험(갱신형)_(2형, 일반심사형) 월납 10 7.24%

(무)신한받고또받는생활비암보험_건강관리형 월납 15 6.31%

(무)신한받고또받는생활비암보험_만기지급형 월납 15 6.31%

(무)신한받고또받는생활비암보험_순수보장형 월납 15 6.31%

(무)참좋은암보험Plus(갱신형)_만기지급형 월납 15 6.31%

(무)참좋은암보험Plus(갱신형)_순수보장형 월납 15 6.31%

(무)참좋은치아보험 월납 10 8.94%

(무)신한아이맘든든생활비암보험_순수보장형 월납 40 3.30%

(무)신한아이맘든든생활비암보험_50%환급형 월납 40 3.30%

(무)신한아이맘든든생활비암보험_100%환급형 월납 40 3.30%

(무)신한라이프안심상해보험_순수보장형 월납 10 8.60%

(무)신한라이프안심상해보험_만기지급형 월납 10 8.72%

(무)신한라이프안심상해보험_100%환급형 월납 30 3.89%

(무)든든한노후암보험[갱신형] 월납 10 8.72%

(무)신한당뇨엔두배받는건강보험(갱신형) 월납 40 3.30%

(무)참좋은건강보험Plus(갱신형) 월납 15 6.39%

5년납 7.50%

7년납 5.35%

10년납 3.75%

15년납 2.50%

20년납 1.88%

25년납 1.50%

30년납 1.25%

5년납 7.50%

7년납 5.35%

10년납 3.75%

신한생명 보장성

DB생명 보장성

(무)생활비타는 더블종신보험(1701) 월납

(무)연금받을수있어 행복한 유니버셜 종신보험(1701) 월납



15년납 2.50%

20년납 1.88%

25년납 1.50%

30년납 1.25%

5년납 6.67%

10년납 3.33%

15년납 2.22%

20년납 1.67%

30년납 1.11%

(무)The 좋은 암보험(갱신형)(1709) 월납 20년납 1.67%

5년납 7.50%

7년납 5.35%

10년납 3.75%

15년납 2.50%

20년납 1.88%

25년납 1.50%

30년납 1.25%

5년납 6.67%

10년납 3.33%

15년납 2.22%

20년납 1.67%

30년납 1.11%

(무)실버예찬 암보험(갱신형)(1702) 월납 10년납 3.33%

(무) 생활비타는 집중보장암보험(갱신형)(1706) 월납 10년납 3.33%

5년납 6.67%

7년납 4.76%

10년납 2.22%

15년납 1.67%

20년납 1.11%

(무)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 월납 20 년 3.54%

(무) 꼭 필요한 2대질병 보험(갱신형) 월납 10 년 7.08%

(무) 꼭 필요한 건강보험(갱신형) 월납 10 년 7.08%

(무) 꼭 필요한 암보험(갱신형) 월납 10 년 7.08%

(무) 원스톱 100세 암보험III(갱신형) 월납 10 년 7.08%

(무) 더블업 암보험(갱신형) 월납 10 년 7.08%

(무) 평생보장 암보험 월납 20 년 3.54%

(무) 이 좋은 치아보험 월납 10 년 7.08%

(무) 평준정기보험 월납 20 년 3.54%

(무)유니버셜 암치매종신보험(1701)

AIA생명 보장성

DB생명 보장성

(무) 든든보장 정기보험(1701) 월납

(무)연금받을수있어 행복한 유니버셜 종신보험(1701) 월납

(무)The 좋은 100세 상해보험(1701) 월납

월납

(무)영원한 아이사랑보험(1701) 월납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월납 10 년 7.08%

(무)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나이스케어상해보험 월납 20년 4.99%

(무)실버건강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뉴실버암보험(갱신형) 1형(실버형) 월납 10년 8.71%

(무)뉴실버암보험(갱신형) 2형(유병자형) 월납 10년 8.71%

(무)집중보장건강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집중보장암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OK실버보험 월납 10년 8.71%

(무)THE건강한치아보험IV(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THE건강한치아보험IV 월납 10년 8.71%

(무)THE큰보장실버보험 월납 20년 4.99%

(무)라이나OK암보험(갱신형)1형(표준체형) 월납 10년 8.71%

(무)라이나OK암보험(갱신형)2형(유병자형) 월납 10년 8.71%

(무)THE간편한정기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눈질환수술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THE든든한시니어간병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THE간편한입원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THE행복한우리아이보험(갱신형) 월납 17년 5.64%

(무)THE간편한건강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간편고지당뇨고혈압집중케어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무)THE간편한4080건강보험(갱신형) 월납 10년 8.71%

주3)보험기간동안 계약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율은 상기 공시되는 비율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AIA생명 보장성

라이나생명 보장성

        - 예시 : "월납보험료 1만원, 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3.0%이다."의 의미는 >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10년) 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20만원 중 3.0%에 해당되는 3만 6천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 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주2)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신계약"모집수수료"의

       보험업계 평균은 상기 공시된 모집수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약 12분의 1(각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슴)

        에 해당됩니다

주1) 상기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 수수료 중, 신계약체결의 대가로 지급하는 "신계약모집

      수수료"와 보험 계약 유지시 지급하는 효율(유지)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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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 "월납보험료 1만원, 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3.0%이다."의 의미는 >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10년) 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20만원 중 3.0%에 해당되는 3만 6천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 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주2)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신계약"모집수수료"의

       보험업계 평균은 상기 공시된 모집수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약 12분의 1(각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슴)

        에 해당됩니다

주1) 상기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 수수료 중, 신계약체결의 대가로 지급하는 "신계약모집

      수수료"와 보험 계약 유지시 지급하는 효율(유지)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