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원(상품) 가입신청서 】             ver.1.2.200424.

□ 가입상품 주요내용(자세한 사항은 회원증서(약관) 또는 홈페이지(www.hhlife.co.kr)에서 확인 가능)

  

품   목 서비스 내용

장례지도사
- 지도사 2명(상주 1명, 입관지원 1명)
- 각 종 행정절차 대행 및 안내 (각종 증명서류, 공원묘지 및 납골당(묘) 예약 대행)

여성도우미 장례전문여성도우미 5인(1인 8시간 기준 총40시간)

차량 버스 및 리무진(링컨): 전국무료(단, 리무진은 1차장지까지 기준임)  / 앰블런스(당사의뢰시): 관내제공

관 매장시 오동 1.5치(화장시 화장장 규격품 및 유골함 제공)

수의 고급삼베수의 (대마 100% 셋트일체)

현대식 상복(대여) 남자: 검정양복 5벌(셔츠. 넥타이 포함)  / 여자: 검은한복 7벌

기타 지원 꽃제단: 40만원 지원  / 일회용품: 150인분

  ※ 유의사항

   

‧ 3일장 기준이며, 직접준비하신 품목에 대해서는 권리포기로 간주합니다. 단, 수의준비시 여성도우미 2인(1인 8시간), 꽃관보 중 택1 제공

‧ 전문 장례요원이 출동한 후 회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장례서비스 취소시 회사는 출동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의: 대마(원사: 중국, 제조방법: 기계식, 제조지역: 국내/중국)  ‧ 관: 오동나무(원산지: 중국, 제조: 국내/중국). 

‧ 차량 - 리무진(링컨): 링컨MK시리즈/2011~2017년식   |   버스: 현대유니, 기아그랜버드/2011~2018년식

‧ 차량의 노후화 또는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차량 기본제공거리 초과시 1km 추가시 마다 2,200원 추가비용 발생(2017년 기준)

‧ 여성도우미 서비스 추가시 1인 시간당 10,000원 추가비용 발생(단, 추가비용은 지역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을 크루즈 여행(한효크루즈468 상품)으로 이용가능. 단, 가입약관 제5조 선납할인혜택과 제7조 3항의 잔금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한효크루즈468’ 크루즈상품의 약관을 적용한다. 또한, 이미 할인받은 금액은 크루즈 여행 예약전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입 후 발송하는 회원증서(약관 포함) 또는 홈페이지(www.hhlife.co.kr)에 확인 가능합니다.

□ 가입정보(상품명: 한효스페셜468)                                            NO.                              

 ※ 가입 신청시 첫회분은 이체일자와 관계없이 CMS 자동이체 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회원가입, 유지관리, 서비스제공,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신청자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회원가입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계약이행, 예치, 회원관리

                                                                                동의함□          동의안함□
 

계약 금액과 제공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약관의 주요내용(청약철회, 해약환급금 및 그 

처리절차 등), 회사 및 판매사 정보, 서비스 불만등 분쟁처리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 상기와 같이 개

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 ㈜한효라이프의 회원가입에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계약자):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서명               

※ 신청인(계약자)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추가로 예금주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계약
금액 4 ,6 80 ,0 00원 월 

불입금액

 □  월 30 ,0 0 0원 × 15 6회

 □  월 60 ,0 0 0원 × 78회

계약
구좌

□ 1구좌     □ 2구좌

기타:        구좌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주민번호상)

― 휴대폰

자택
주소

자택
전화

발송지
주소

직장
전화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상)

―
이체
일자

5 •1 0 •1 5 •2 0 •2 5 •3 0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 중요정보 고시 내용

  1. 해약환급금

   

불입횟수(156회기준) 1~12회 13~25회 26~40회 41~60회 61~80회 81~100회 101~156회 만기1년후

해약환급율(%) 0 2.5~45.7 47.5~63.2 63.9~73.0 73.3~77.8 78.0~80.8 80.9~85.0 100

불입횟수(78회기준) 1~6회 7~25회 26~40회 41~60회 61~78회 - - 만기4년후

해약환급율(%) 0 8.9~69.1 70.0~77.8 78.2~82.7 82.9~85.0 - - 100

    ‣ 상기 해약환급율은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거 환급액을 산출한 후, 그 환급액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환급액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관리비 = 납입금의 5%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X 0.75 + 모집수당 X 0.25 X (기납입월수 / 총납입기간월수)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해약시 100% 환급기준

      · 불입횟수 156회 기준: 만기일 기준으로 1년후 불입한 금액 100% 지급

      · 불입횟수 78회 기준: 만기일 기준으로 4년후 불입한 금액 100% 지급

      ※ 만기일: 매월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 만기가 되는 날짜 기준임. 일시납 또는 선납으로 만기가 된 경우에 일시납 

                또는 선납한 일자가 만기일이 되는 것은 아님.

    ‣ 청약철회: 첫 입금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단, 증권 및 약관 미수령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청약철회 가능.

  2. 2021년 회계 기준(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받음) - 상조관련자산: 4,662,946만원, 총 고객환급의무액: 7,584,040만원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상조보증공제조합과 매년 1년 단위로 체결하여 50%(2021년 기준) 보전

□ 소비자피해 보상증서(보증공제증서) 발급설명서

 

1. ㈜한효라이프(이하‘당사’)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자입니다.
2. 당사와 상조보증공제조합 간의 공제계약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귀하에게 소비자피해보상증서(보증공제증서)를 
   배송합니다. 배송기간은 본 상조계약 체결일부터 약 1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증서(보증공제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조보증공제조합(전
   화:1600-1226)에 연락하여 공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 명의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보
   증공제증서)를 받급받지 못하면 향후 당사가 폐업•등록취소 등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제4항 각호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소비자피해보상증서(보증공제증서)를 배송 받으신 후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www.ksmac.or.kr)에서 증서
   번호를 입력하시면 소비자피해보상계약체결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    판 매 사 명    ) 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보증공제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성실히 선수금 신고를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비자(계약자)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성         별 ( 남,  여 )  가입건수       건

                                        *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상 앞6자리를 기재바랍니다.

□ 판매사 정보

  ‣ 지사(지점):                                      

  ‣ 판매사 명:                          

주식회사 한효라이프 귀중

대표번호: 1577-2324  | 팩스: 055-242-2357 | 홈페이지: www.hhlife.co.kr  | 이메일: hanhyolife@daum.net

(5129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118, 403 (회원동, 한효프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