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 수수료율 안내

신한카드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에 대한 안내입니다

손해보험사 (2018년 11월 기준)

보험사 구분 상품군 상품명 납입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모집

수수료율(%)
비고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KB상해종합운전자보험(18.10) 월납 20년 7.8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KB라 든든한 생활보장보험(18.10) 월납 20년 7.8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KB내마음아는암보험(18.05) 월납 20년 5.16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KB해피라이프건강보험(18.10) 월납 20년 5.16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KB The튼튼이치아보험(18.04) 월납 20년 8.87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KB고객을위한든든생활보장보험(18.10) 월납 20년 7.8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KB간편가입건강보험(18.04) 월납 20년 5.2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KB해피실속건강보험Ⅱ(18.10) 월납 20년 5.74

월납 20년납 7.82

월납 15년납 6.64

월납 10년납 8.23

월납 20년납 7.82

월납 15년납 6.64

월납 10년납 8.23

월납 20년납 7.82

월납 15년납 6.64

월납 10년납 8.23

월납 20년납 8.34

월납 15년납 6.64

월납 10년납 8.23

월납 20년납 8.34

월납 15년납 6.64

월납 10년납 8.23

월납 20년납 6.26

월납 15년납 6.64

월납 10년납 8.23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하이콜다모은종합보험(Hi1810) 월납 15년 5.2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Hi1811) 월납 15년 5.2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하이콜마음든든생활보장보험(Hi1810) 월납 15년 6.24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매일안심생활보장상해보험(Hi1810) 월납 15년 5.91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계속받는암보험(Hi1811) 월납 15년 8.54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Hi1810) 월납 15년 6.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기세당당건강보험(Hi1810) 월납 15년 6.24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퍼펙트치아보험(Hi1810) 월납 15년 7.8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든든한건강플러스간병보험(Hi1810) 월납 15년 4.9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간단하고편리한치매보험(Hi1811) 월납 15년 4.6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굿앤굿여성건강보험(갱신형)(Hi1810) 월납 20년 4.9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1810) 월납 20년 4.9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Chuub 내가족안심보험1801 월납 7 22.3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7 22.1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10 16.1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10 15.9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10 16.1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10 15.9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10 16.1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10 15.9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10 16.1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10 15.9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10 16.1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10 15.9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20 8.86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20 8.78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5 30.73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5 30.4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5 30.73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5 30.4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5 30.73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5 30.4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5 30.73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5 30.4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5 30.73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5 30.4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Chubb OK암보험(갱신형) 월납 5 30.73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5 30.4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월납 5 30.73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연납 5 30.4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AIG 참 든든한 시니어 보험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 AIG 마음든든 입원비보험1710(질병형)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무)AIG 소문난 3대 큰 보장보험 1801(2종<만기급부형>)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참쉬운간병보험1701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AIG 참쉬운건강보험 1704(2종<만기환급형>)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AIG 참쉬운건강보험 1704(1종<순수보장형>)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 AIG 마음든든 입원비보험1710(상해형)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 AIG 소문난 간편보험1803(1종(간편심사형))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 AIG 소문난 간편보험1803(2종(일반심사형))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무)AIG 소문난 3대 큰 보장보험 1801(1종<순수보장형>)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AIG 참 똑똑한 암보험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New 큰병이기는보험 1701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무)AIG소문난 New 암보험1801(1종<순수보장형>)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무)AIG소문난 New 암보험1801(2종<만기급부형>) 월납 10년 7.52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무)AIG 참 기특한 상해보험 월납 10년 7.52

KB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다이렉트참좋은상해보험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참좋은치아사랑보험

다이렉트참좋은운전자보험

(무)Chubb 2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

CHUBB 손해

보험

(무)Chubb 이목구비보장보험1801

(무)Chubb 매일안심운전자보험1801

(무)Chubb 3대질병보장보험(갱신형)1801

(무)Chubb 간편 건강보험(갱신형)1801

AIG손해보험

(무)Chubb 한방치료보장보험(갱신형)1801

(무)Chubb 무심사시니어안심보험1801

(무)Chubb 홈가드보험1801

(무)Chubb 가정종합보험1801

DB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다이렉트참좋은종합보험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참좋은간편건강보험

현대해상

(무)Chubb 치아안심보험1801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참좋은암보험

(무)Chubb 간편심사3대질병보장보험(갱신

형)1801

(무)Chubb 점프업 어린이보험(갱신형)1801



월납 20년납 8.13

월납 15년납 5.50

월납 10년납 7.08

월납 20년납 8.13

월납 15년납 5.50

월납 10년납 7.08

월납 20년납 8.13

월납 15년납 5.50

월납 10년납 7.08

월납 20년납 8.13

월납 15년납 10.83

월납 10년납 16.25

월납 5년납 32.50

월납 30년납 5.42

월납 25년납 6.50

월납 20년납 8.13

월납 15년납 10.83

월납 10년납 7.08

월납 20년납 8.13

월납 15년납 10.83

월납 10년납 7.08

월납 20년납 4.13

월납 15년납 4.72

월납 10년납 6.25

월납 20년납 8.13

월납 15년납 6.67

월납 10년납 8.25

월납 전기납 3.25

월납 전기납 2.95

월납 전기납 2.71

월납 30년납 5.42

월납 25년납 6.50

월납 20년납 8.13

월납 전기납 3.25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펫퍼민트 Puppy&Dog 월납 3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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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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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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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5080 시니어케어보험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메리츠화재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올바른간편보험(1종)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

올바른암보험장기보장성장기손해보험

올바른치아보험장기보장성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3대질병보장보험

간편한 암보험장기보장성장기손해보험

장기손해보험

알파치매간병보험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올바른 시니어암보험

장기손해보험 장기보장성 올바른간편보험(2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