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

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의 기재 

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을 

수선할 때

•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 

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  위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

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

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

니다.

계약자의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국번없이 1332 

•인터넷:www.fss.or.kr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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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1644-9000

이제, 무배당 해피하우스보장보험1404으로 

소중한 재산은 물론 가족의 보금자리를 튼튼하게 지키세요.

<출처 : 2010년 소방방재청 통계자료>

Q  주택화재보험이 왜 필요한가요?  

화재 
114.7건

재산피해 
730백만원

인명피해 
5.18명

▼ 2010년 1일 평균 화재사고 현황 

A 	 	화재는	하루에도	100여건이	발생되는	빈번한	사고
입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꼭	대비하셔야	합니다.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주택화재!

우리집은 과연 안전 할까요?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불이 났다면? 

A 	 	세입자의	경우,	임차한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책임있습니다.	무배당 해피하우스보장보험1404은	소유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드립니다.	

조선일보 2011. 11.04 

Q  우리집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지면 모두 내 책임?  

A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집	화재로	이웃
집에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화재벌금과		
화재배상책임과	신체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Q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 귀중품이 
사라졌다면?

A 	 		무배당 해피하우스보장보험1404은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한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에	의한	손해보상을

						해드립니다.	

주거지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포함
<출처 : 대검찰청, 2010>

 절도 발생장소 ▶
주거지 
22.8% 

기타 
40.8% 

노상 
24.3%

상점 
12.1% 

Q  아이가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다구요?  

A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	무배당 해피하우스보장보험
1404은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드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주택	내	화재배상	제외)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대인	없음)		

해피하우스보장보험1404

무배당



무배당 해피하우스보장보험1404

 “채울수록 든든한 마음,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01 합리적인 보험료로 우리집 화재종합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종합 전용상품으로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 모두 합리적인 보험료로

 화재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02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화재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화재, 붕괴, 침강 사태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03 우리집 화재로 인해 이웃집까지 번졌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가입 시)
    •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웃집까지 번져 대인 또는 대물 피해를 입힌 경우,

 이웃집의 피해까지 화재배상책임으로 보상해드리고, 화재로 인한 벌금형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04 가족의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일상 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사고까지 가족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까지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단, 주택 내 화재배상 제외)

        (해당 특약가입 시)

05 적립한 보험료를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 주택마련, 가전제품 교체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적립보험료를

 목적에 맞게 만기 환급률이 최대 100%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환급금은 공시이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3년, 5년, 7년 

▶ 납입기간   전기납, 일시납

▶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가입대상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주거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

▶ 가입대상물건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서 순수 주택전용 건물

  (단, 주택내 피아노 교습소 등 포함)

▶ 환급률 보장성 보험으로 환급률 최대 100%

가입안내

[기준 : 화재종합플랜형]

[기준 : 화재종합플랜형, 건물급수 1급, 면적 100㎡, 전기납, 단위 : 원]

[기준 : 화재종합플랜형, C형, 건물급수 1급, 아파트, 면적 100㎡, 5년만기 전기납, 월납 10만원, 단위 : 원]

주1)  상기 예시 플랜의 화재손해, 폭발·파열 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주2)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손해) 이외의 선택계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목적물의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폭발·파열이라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판매플랜 예시

기본계약 보장내용 플랜별 만기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률) 예시

선택계약 보장내용

담보명 담보내용 A 플랜 B 플랜 C 플랜

화재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건물
화재손해 및 폭발·파열 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액의 10% 한도)

3천만원

한도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일반
가재

1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3천만원

한도

구내강도손해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강도행위에 의해
재물을 빼앗긴 경우

1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주택 내 
화재배상책임 제외)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물 자기 부담금 1사고당 20만원)

1억원

한도
1억원

한도
3억원
한도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2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주1)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가입 시 비례분담

 -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약

화재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을 포함)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제거비용(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만기환급금 보험료 완납 후 만기 시 적립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산
손해

도난손해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가입금액 한도

구내강도손해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빼앗김으로써 입은 손해
가입금액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특수건물(동산 제외)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가입금액 한도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손해 가입금액 한도

주택
유형

플랜
월납

보험료

만기환급금
3년만기 5년만기 7년만기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단독
주택

A플랜 3만원  945,000  913,800  1,629,300  1,541,000  2,364,600  2,186,500 

B플랜 5만원  1,578,600  1,526,500  2,721,800  2,574,200  3,950,300  3,652,700 

C플랜 10만원  3,170,400  3,065,800  5,446,200  5,169,900  7,993,600  7,335,900 

연립
주택

A플랜 3만원  961,500  929,800  1,657,800  1,568,000  2,406,100  2,224,900 

B플랜 5만원  1,607,600  1,554,600  2,771,800  2,621,500  4,022,900  3,719,900 

C플랜 10만원  3,224,300  3,117,800  5,559,000  5,257,700  8,068,300  7,460,500 

아파트

A플랜 3만원  959,100  927,400  1,653,800  1,564,200  2,399,900  2,219,100 

B플랜 5만원  1,603,300  1,550,400  2,764,700  2,614,900  4,012,000  3,709,800 

C플랜 10만원  3,216,200  3,110,000  5,545,900  5,245,300  8,048,100  7,441,900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공시이율 표준이율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00  695,000 57.9%  693,900 57.8%  683,000 56.9%

2년  2,400,000  1,847,000 77.0%  1,842,700 76.8%  1,800,100 75.0%

3년  3,600,000  3,038,300 84.4%  3,028,600 84.1%  2,932,600 81.5%

4년  4,800,000  4,270,600 89.0%  4,253,100 88.6%  4,080,900 85.0%

5년만기  6,000,000  5,545,900 92.4%  5,517,900 92.0%  5,245,300 87.4%

주1)  상기 예상 만기환급금(2014년 4월 1일 현재)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유지비용 등을 차감한보험료를 말합니다)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2014년 4월 현재 3.7%) 및 최저보증이율 1.5%로 

부리적립한 것을 가정한 것으로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2) 상기 예상 만기환급금(2014년 4월 1일 현재)은 백원 미만 절사 금액입니다.

주1)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2014년 4월 1일 현재)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등을 차감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공시이율로 부리적합한 금액으로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단,  공시이율은 2014년 4월 현재 3.7%)

주2) 위 예시금액 중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 표준이율 3.5%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주3) 상기 금액은 백원 미만 절사

상품특징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배상
책임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손해

  <1인당 한도>

사망 :     8천만원
부상 :   1,500만원
후유장해 : 8천만원

화재배상책임

피보험자(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 본인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대인

   : 1인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주택 내 화재배상 제외)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

(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을 입힘으로써 지게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대인 없음)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기타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내 집을 지키는 탁월한 선택!”
무배당해피하우스보장보험1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