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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입설계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해지환급금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길동 님을 위한 가입설계서



((((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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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본 가입설계서는 보험약관 등 이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기기기본본본본정정정정보보보보

구구구구    분분분분 성성성성    명명명명 성성성성    별별별별 보보보보험험험험나나나나이이이이 상상상상령령령령월월월월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홍길동 남자 35 2011/06/25

종피보험자(확장보험대상자) 홍자녀 여자 0 2011/07/01

계계계계약약약약사사사사항항항항

주피보험자(주된보험대상자)

구구구구    분분분분 가가가가입입입입금금금금액액액액
((((만만만만원원원원))))

보보보보험험험험기기기기간간간간 납납납납입입입입기기기기간간간간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원원원원))))

주보험 2,000 종신 전기납 200,000

합 계 200,000

납납납납입입입입주주주주기기기기 할할할할인인인인전전전전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실실실실납납납납입입입입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월납 200,000 원 2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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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펀펀펀펀드드드드    선선선선택택택택    내내내내용용용용

펀펀펀펀드드드드 주주주주식식식식안안안안정정정정성성성성장장장장    자자자자산산산산배배배배분분분분형형형형
친친친친디디디디아아아아주주주주식식식식    안안안안정정정정성성성성장장장장

자자자자산산산산배배배배분분분분형형형형
유유유유브브브브릭릭릭릭스스스스    주주주주식식식식    안안안안정정정정성성성성장장장장

자자자자산산산산배배배배분분분분형형형형
글글글글로로로로벌벌벌벌    인인인인사사사사이이이이트트트트    자자자자산산산산배배배배분분분분형형형형

선선선선택택택택비비비비율율율율 70 % 0 % 0 % 0 %

펀펀펀펀드드드드
아아아아시시시시아아아아퍼퍼퍼퍼시시시시픽픽픽픽    컨컨컨컨슈슈슈슈머머머머

주주주주식식식식안안안안정정정정성성성성장장장장    자자자자산산산산배배배배분분분분형형형형
아아아아시시시시아아아아태태태태평평평평양양양양    주주주주식식식식

안안안안정정정정성성성성장장장장    자자자자산산산산배배배배분분분분형형형형
인인인인덱덱덱덱스스스스    혼혼혼혼합합합합형형형형 글글글글로로로로벌벌벌벌    채채채채권권권권형형형형

선선선선택택택택비비비비율율율율 30 % 0 % 0 % 0 %

펀펀펀펀드드드드    종종종종류류류류    및및및및    주주주주요요요요    특특특특징징징징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는 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 및 자산별 편입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한도는 약관 및 운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혼합형 수익증권'은 국내·외 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수익증권, 또는 기타 투자 증권 등에 투자하여, 국내·외 투자지역과 투자 
대상 자산에 수익증권 자산총액 0~100%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회사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투자 할 수 있는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국내·외 수익증권(부동산 수익증권 포함)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수탁보수 이외에 수익증권 투자관련 비용이 추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위에서 예시해 드린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자자자산산산산운운운운용용용용    옵옵옵옵션션션션

투입펀드의 선택 및 변경
하나 이상의 펀드를 투입펀드로 지정 가능하며, 펀드별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회 범위 내에서 투입펀드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이전
펀드별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 12회의 범위 내에서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는 미부과)

적립금이전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펀드 자동재배분
2개 이상의 펀드 선택시, 일정한 주기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자동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평균분할투자
고액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지정한 펀드로 전액 투입 후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할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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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주주주주보보보보험험험험    보보보보장장장장내내내내용용용용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시 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구구구구    분분분분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 지지지지급급급급금금금금액액액액

우리아이 성장자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이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
일 전 생존시

지급사유 발생당시
계약자적립금(최초1회한)

+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기간 동안
400 만원을 매년초 지급

(최소10회보증)

사망 보험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이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
자)의 보험나이가 26세 이상시

2,000 만원
+ 지급사유 발생당시 계약자적립금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생존시 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구구구구    분분분분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 지지지지급급급급금금금금액액액액

자녀 백혈병·골수암
치료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백혈병·골수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2,000 만원

자녀 일반암 치료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백혈병·골수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시(각 1회한)

200 만원

자녀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자녀 재해골절치료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확정시
(재해골절진단 1회당)

20 만원

자녀 재해장해치료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2,000 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후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구구구구    분분분분 지지지지급급급급사사사사유유유유 지지지지급급급급금금금금액액액액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2,000 만원
+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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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상상상상품품품품    세세세세부부부부    내내내내용용용용    안안안안내내내내

주계약 보장에 관한 사항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기간」이란 최초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 이후 최초의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전일까지(단, 최소 10년 보증)를 말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보험가입금액의 100%에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 및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보험가입

금액의 20% X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기간(년수)"에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경우 제외) 또한,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할 경우에

는, 최저사망보험금에서 "보험가입금액의 20% X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 기간(년수)"를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사유 발생 당시 계약자적립

금으로 합니다.

「지급사유 발생 당시 계약자적립금」은 사망시점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우리아이 성장자금을 지급할 경우에 자녀 백혈병·골수암 치료비, 자녀 일반암 치료비, 자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자녀 재해골절 치료비, 

자녀 재해장해치료비는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단,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기간 중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우리아이 성장자금을 지급받는 도중에 일시금으로 선지급 가능하며, 매년 지급받는 우리아이 성장자금을 매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 가능

합니다. 단, 우리아이 성장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한 경우 더 이상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

합니다.

공시이율(가입후 10년미만에는 연복리 2.5%, 10년이후는 2.0%를 최저 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 됩니다. (단,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시에는 지급이 종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나이가 26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보험나이가 26세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는 상기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생존시 보험금에 대한 보장에 대하여 더 이상 보장을 하지 아니 합니다.

교체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장은 교체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까지이며,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은 "교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약관이 정한 보장 내용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0년(120회 납입) 이내 : 기본보험료(특약 부가시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의무 납입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0년(120회 납입) 지난 후 :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 부가시 특약보험료 

포함) 유연하게 납입 가능

의무납입기간(10년,120회 납입)이후 장기간의 보험료 미납입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주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계정으

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시이율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변동됩니다.

계약자적립금

「계약자적립금」이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에 의하여 매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계약자적립금」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계정

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시이율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변동됩니다.

월대체보험료

「월대체보험료」라 함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주보험의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기간 10년(120회 납입) 이내에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를 말하며 이를 매월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의무납입기간 10년 (120회 납입)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 미납입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주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사유 발생 후의 「월대체보험료」는 보장에 관한 위험보험료를 말하며,매년 우리아이 성장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위험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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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① 신청가능시기 : 보험계약 후 5년 지난 이후 의무납입기간 이내

② 신청횟수 및 기간 : 의무납입기간 중 최대 3회, 1회당 최대 12개월(월단위 신청) 중지 가능

③ 납입일시중지 이후 의무납입완료시점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해달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제외) 및 특약보험료(수금비제외)의 합계액』 을 주보험의 해지환급금

에서 공제합니다.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경과 1년(12회납입)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연간 12회 인출가능 합니다.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회 인출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의 50% 이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단, 인출금액

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인출 직후 계약자 적립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미만이 될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불가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에는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아이 교육자금 지급서비스

①지급금액 : 기본보험료의 20배이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

                   (단, 10만원이상 만원단위로 매회 "우리아이 교육자금"이 동일하여야함)        

②지급시기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 "우리아이 교육자금 지급서비스"를 신청한 시점부터 매년지급

③중지사유

-지급후 계약자 적립금 잔액이 보험가입금액의 10%미만시

-계약자가 서비스 중지 신청시 또는 계약 해지시

최저사망보증 관련 안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06%를 매일 특별계정에서 인출

하여 구분관리 합니다.

일반계정(공시이율 적용) 전환 옵션

구구구구분분분분 AAAAuuuuttttoooo    SSSSaaaaffffeeee    GGGGuuuuaaaarrrrdddd    옵옵옵옵션션션션 SSSSaaaaffffeeee    GGGGuuuuaaaarrrrdddd    옵옵옵옵션션션션

옵옵옵옵션션션션신신신신청청청청시시시시기기기기 사전 신청 전환시점 신청

목목목목표표표표수수수수익익익익율율율율    지지지지정정정정 - 130%, 150%, 180%, 200%  택1 -

옵옵옵옵션션션션실실실실행행행행 - 목표수익율 도달시 실행 - 옵션신청시 실행

기기기기본본본본전전전전환환환환요요요요건건건건
-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이후
-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이상시
-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

전전전전환환환환기기기기준준준준일일일일 - 목표수익율 도달일 - 옵션신청일(전환신청일) + 2영업일

※ 일반계정 전환 후 특별계정으로 재전환 불가

※ 일반계정으로 전환기준일부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로 운용됨

고액계약 할인

매월 기본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보험료의 1%를 할인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본인 포함)인 경우 : 초회기본보험료부터 1%를 할인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3명 미만(본인 포함)이었으나, 이후 종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본인 포함)이 된 계약의 경우 :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 신청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부터 기본보험료의 1%를 할인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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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교체 대상 계약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 계약 해당일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모두 생존하고 있는 

해지되지 않은 계약

교체 신청 기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5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로부터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 30일 전일까지

교체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교체후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사는 약관에 명기된 사유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심사후 승낙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체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교체전 계약내용에 따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1인만을 보장합니다.

※ 특정연령 이후 (무)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요약 내용의 세부사항은 약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발행 : 이미선  FC Tel : 02-2182-6911 Page : 7/12



((((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주주주주보보보보험험험험    수수수수수수수수료료료료    안안안안내내내내표표표표

기본비용 및 수수료 [기준:가입금액 2,000 만원,주피보험자 남자 35세,종피보험자 여자 0세,기본보험료200,000원]

구구구구분분분분 목목목목적적적적 시시시시기기기기 비비비비용용용용

보보보보험험험험관관관관계계계계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5.11% + 0원(10,22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0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4.5% + 3,000원(12,000원)
10년경과 기본보험료 납입시 : 기본보험료의 3% + 3,000원(9,000원)
10년경과 기본보험료 미납시 : 기본보험료의  1% + 3,000원(5,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4.64346% ~ 23.905% (9,286원 ~ 47,810원)

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

특별계정 운용·수탁보수 매일  적립금의 0.00148%(  0.54%)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적립금의  0.06%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적립금의 0.00053%(  0.19%)

보보보보증증증증비비비비용용용용 최저사망보험금보증 매일  적립금의 0.00016%(  0.06%)

해해해해지지지지공공공공제제제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① 위험보험료 : 80세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음.
②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 · 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년도
     (2009.04.01 ~ 2010.03.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③ 기초펀드보수·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회계년도 (2009.04.01 ~ 2010.03.31)의 투자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④ 고액할인계약의 경우, 상기「계약체결유지ㆍ비용」은 고액할인보험료가 반영된 비용입니다.

해지공제 비용

경경경경과과과과시시시시점점점점 1111년년년년 2222년년년년 3333년년년년 4444년년년년 5555년년년년 6666년년년년 7777년년년년 7777년년년년경경경경과과과과

해지공제금액(만원) 89 74 59 44 29 14 - -

해지공제비율(%) 37.1 15.5 8.3 4.6 2.5 1.0 - -

㈜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과 비율(이미 납입한 주보험료 대비 해지공제 금액)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구구구분분분분 목목목목적적적적 시시시시기기기기 비비비비용용용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

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없음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2,000원 한도)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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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예예예예시시시시((((주주주주보보보보험험험험    ++++    선선선선택택택택특특특특약약약약))))

월납기준(종피보험자 26세 교체시)

경경경경과과과과
년년년년도도도도
((((년년년년))))

주주주주피피피피
나나나나이이이이
((((세세세세))))

종종종종피피피피
나나나나이이이이
((((세세세세))))

실실실실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원원원원))))

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
투투투투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누누누누계계계계((((원원원원))))

투투투투자자자자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0000%%%%가가가가정정정정 투투투투자자자자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4444%%%%가가가가정정정정 투투투투자자자자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8888%%%%가가가가정정정정

((((순순순순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0000....9999%%%%)))) ((((순순순순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3333....1111%%%%)))) ((((순순순순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7777....1111%%%%))))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만만만만원원원원))))

환환환환급급급급률률률률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만만만만원원원원))))

환환환환급급급급률률률률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만만만만원원원원))))

환환환환급급급급률률률률
((((%%%%))))

3개월 35 0 600,000 505,479 0 0.0 0 0.0 0 0.0

6개월 35 0 1,200,000 1,010,958 4 3.6 5 4.5 6 5.5

9개월 35 0 1,800,000 1,516,438 58 32.4 60 33.7 63 35.1

1 36 1 2,400,000 2,021,917 112 46.7 116 48.5 120 50.3

2 37 2 4,800,000 4,039,811 326 67.9 342 71.4 359 75.0

3 38 3 7,200,000 6,054,222 538 74.7 575 79.9 614 85.4

4 39 4 9,600,000 8,064,099 747 77.9 814 84.8 885 92.3

5 40 5 12,000,000 10,069,642 955 79.6 1,060 88.3 1,174 97.9

6 41 6 14,400,000 12,068,830 1,161 80.6 1,312 91.1 1,482 102.9

7 42 7 16,800,000 14,062,592 1,364 81.2 1,571 93.5 1,810 107.7

8 43 8 19,200,000 16,050,986 1,550 80.8 1,822 94.9 2,144 111.7

9 44 9 21,600,000 18,033,743 1,734 80.3 2,080 96.3 2,502 115.8

10 45 10 24,000,000 20,010,660 1,916 79.9 2,346 97.8 2,884 120.2

11 46 11 26,400,000 22,141,773 2,112 80.0 2,636 99.9 3,310 125.4

12 47 12 28,800,000 24,268,651 2,306 80.1 2,934 101.9 3,765 130.7

13 48 13 31,200,000 26,392,351 2,498 80.1 3,241 103.9 4,252 136.3

14 49 14 33,600,000 28,515,727 2,688 80.0 3,558 105.9 4,773 142.1

15 50 15 36,000,000 30,639,554 2,876 79.9 3,885 107.9 5,332 148.1

16 51 16 38,400,000 32,762,510 3,063 79.8 4,222 110.0 5,929 154.4

17 52 17 40,800,000 34,887,418 3,248 79.6 4,569 112.0 6,570 161.0

18 53 18 43,200,000 36,997,143 3,431 79.4 4,926 114.0 7,254 167.9

19 54 19 45,600,000 39,087,988 3,610 79.2 5,292 116.1 7,985 175.1

20 55 20 48,000,000 41,157,636 3,785 78.9 5,667 118.1 8,765 182.6

21 56 21 50,400,000 43,203,462 3,956 78.5 6,052 120.1 9,598 190.4

22 57 22 52,800,000 45,224,904 4,124 78.1 6,446 122.1 10,487 198.6

23 58 23 55,200,000 47,221,271 4,287 77.7 6,850 124.1 11,437 207.2

24 59 24 57,600,000 49,192,709 4,447 77.2 7,263 126.1 12,451 216.2

25 60 25 60,000,000 51,138,424 4,603 76.7 7,687 128.1 13,535 225.6

26 61 26 62,400,000 53,053,525 4,754 76.2 8,122 130.2 14,692 235.5

27 62 27 64,800,000 55,339,309 4,941 76.3 8,607 132.8 15,969 246.4

28 63 28 67,200,000 57,624,901 5,127 76.3 9,107 135.5 17,337 258.0

29 64 29 69,600,000 59,910,517 5,310 76.3 9,623 138.3 18,802 270.1

30 65 30 72,000,000 62,195,965 5,493 76.3 10,155 141.1 20,370 282.9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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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예예예예시시시시((((주주주주보보보보험험험험    ++++    선선선선택택택택특특특특약약약약))))

경경경경과과과과
년년년년도도도도
((((년년년년))))

주주주주피피피피
나나나나이이이이
((((세세세세))))

종종종종피피피피
나나나나이이이이
((((세세세세))))

실실실실납납납납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원원원원))))

특특특특별별별별계계계계정정정정
투투투투입입입입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누누누누계계계계((((원원원원))))

투투투투자자자자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0000%%%%가가가가정정정정 투투투투자자자자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4444%%%%가가가가정정정정 투투투투자자자자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8888%%%%가가가가정정정정

((((순순순순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0000....9999%%%%)))) ((((순순순순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3333....1111%%%%)))) ((((순순순순수수수수익익익익률률률률    7777....1111%%%%))))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만만만만원원원원))))

환환환환급급급급률률률률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만만만만원원원원))))

환환환환급급급급률률률률
((((%%%%))))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
((((만만만만원원원원))))

환환환환급급급급률률률률
((((%%%%))))

31 66 31 74,400,000 64,481,317 5,673 76.3 10,704 143.9 22,050 296.4

32 67 32 76,800,000 66,766,261 5,853 76.2 11,270 146.7 23,848 310.5

33 68 33 79,200,000 69,050,797 6,030 76.1 11,853 149.7 25,774 325.4

34 69 34 81,600,000 71,334,685 6,206 76.1 12,454 152.6 27,835 341.1

35 70 35 84,000,000 73,617,709 6,380 76.0 13,074 155.7 30,043 357.7

36 71 36 86,400,000 75,899,629 6,553 75.9 13,713 158.7 32,407 375.1

37 72 37 88,800,000 78,180,613 6,724 75.7 14,372 161.9 34,938 393.5

38 73 38 91,200,000 80,460,661 6,894 75.6 15,052 165.0 37,649 412.8

39 74 39 93,600,000 82,739,749 7,062 75.5 15,752 168.3 40,551 433.2

40 75 40 96,000,000 85,017,877 7,229 75.3 16,475 171.6 43,658 454.8

41 76 41 98,400,000 87,294,853 7,394 75.1 17,219 175.0 46,986 477.5

42 77 42 100,800,000 89,570,797 7,557 75.0 17,987 178.4 50,548 501.5

43 78 43 103,200,000 91,845,493 7,719 74.8 18,778 182.0 54,363 526.8

44 79 44 105,600,000 94,118,941 7,880 74.6 19,594 185.6 58,448 553.5

45 80 45 108,000,000 96,390,685 8,039 74.4 20,435 189.2 62,822 581.7

46 81 46 110,400,000 98,660,533 8,196 74.2 21,302 193.0 67,506 611.5

47 82 47 112,800,000 100,928,461 8,352 74.0 22,196 196.8 72,521 642.9

48 83 48 115,200,000 103,194,277 8,507 73.8 23,118 200.7 77,890 676.1

49 84 49 117,600,000 105,457,765 8,660 73.6 24,068 204.7 83,640 711.2

50 85 50 120,000,000 107,718,709 8,811 73.4 25,048 208.7 89,796 748.3

51 86 51 122,400,000 109,976,725 8,961 73.2 26,057 212.9 96,388 787.5

52 87 52 124,800,000 112,231,861 9,109 73.0 27,098 217.1 103,447 828.9

53 88 53 127,200,000 114,483,805 9,255 72.8 28,171 221.5 111,004 872.7

54 89 54 129,600,000 116,732,221 9,400 72.5 29,277 225.9 119,097 919.0

55 90 55 132,000,000 118,977,013 9,544 72.3 30,417 230.4 127,762 967.9

이 보험의 주보험 납입가능기간은 「종신납」입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주보험의 경우 가입설계 납입예시기간 「 전기납」과 선택특약의 경우 특약
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기준입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금액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상기 예시된 투자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예시된 실납입보험료는 고액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이며, 해지환급금은 고액보험료 할인 적용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특별계정 투입금액)운용되고, 특별계정적립금
에서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 비용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이러한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상기 예시된 투자수익률 가정, 금액 및 환급율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닙니다.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보증
이 되지 않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발행 : 이미선  FC Tel : 02-2182-6911 Page : 10/12



((((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상기 금액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수익률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
급금은 달라집니다.

상기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누계는 실제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에서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금
액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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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무))))    미미미미래래래래에에에에셋셋셋셋    우우우우리리리리아아아아이이이이사사사사랑랑랑랑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ⅠⅠⅠⅠ

보보보보험험험험    가가가가입입입입시시시시    알알알알아아아아두두두두셔셔셔셔야야야야    할할할할    사사사사항항항항

청청청청약약약약시시시시에에에에는는는는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사사사사항항항항을을을을    반반반반드드드드시시시시    확확확확인인인인하하하하시시시시기기기기    바바바바랍랍랍랍니니니니다다다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계계계약약약약전전전전    알알알알릴릴릴릴의의의의무무무무를를를를    준준준준수수수수하하하하셔셔셔셔야야야야    하하하하며며며며    반반반반드드드드시시시시    자자자자필필필필서서서서명명명명을을을을    하하하하셔셔셔셔야야야야    합합합합니니니니다다다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
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일정요건(녹취, 전자서명)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청청청약약약약철철철철회회회회    청청청청구구구구제제제제도도도도를를를를    이이이이용용용용하하하하여여여여    계계계계약약약약을을을을    철철철철회회회회하하하하실실실실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모모모모집집집집종종종종사사사사자자자자가가가가    계계계계약약약약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중중중중요요요요내내내내용용용용의의의의    설설설설명명명명    등등등등을을을을    잘잘잘잘    이이이이행행행행하하하하는는는는지지지지    확확확확인인인인하하하하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단, 단체(취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의의의의    납납납납입입입입연연연연체체체체시시시시    납납납납입입입입최최최최고고고고((((독독독독촉촉촉촉))))와와와와    계계계계약약약약의의의의    해해해해지지지지내내내내용용용용을을을을    확확확확인인인인하하하하십십십십시시시시오오오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10년(120회 납입) 이내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
우 또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예예예예정정정정이이이이율율율율    등등등등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산산산산출출출출기기기기초초초초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안안안안내내내내

- 이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
- 각 선택특약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4%입니다.

월월월월    대대대대체체체체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    관관관관련련련련    안안안안내내내내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장기간 월대체보험료 차감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배배배당당당당에에에에    관관관관한한한한    안안안안내내내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예예예금금금금자자자자    보보보보호호호호안안안안내내내내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선택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
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변변변변액액액액보보보보험험험험    가가가가입입입입시시시시    주주주주요요요요    RRRRIIIISSSSKKKK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됩니다.
- 변액보험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세세세제제제제혜혜혜혜택택택택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
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특약보험료에 대해서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해해해지지지지환환환환급급급급금금금금이이이이    납납납납입입입입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보보보보다다다다    적적적적은은은은    이이이이유유유유는는는는    다다다다음음음음과과과과    같같같같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보보보험험험험상상상상담담담담    및및및및    분분분분쟁쟁쟁쟁조조조조정정정정    안안안안내내내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 (life.miraeasset.com)또는 고객센터
   (1588-0220)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및 생명보험협회 
   (02-2665-6600,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자자자자가가가가    기기기기존존존존에에에에    체체체체결결결결했했했했던던던던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을을을을    해해해해지지지지하하하하고고고고    다다다다른른른른    보보보보험험험험계계계계약약약약을을을을    체체체체결결결결하하하하면면면면    보보보보험험험험인인인인수수수수가가가가    거거거거절절절절되되되되거거거거나나나나    보보보보험험험험료료료료가가가가    인인인인상상상상되되되되거거거거나나나나    보보보보장장장장내내내내용용용용이이이이

    달달달달라라라라질질질질    수수수수    있있있있습습습습니니니니다다다다....

이 가입설계서는 12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발행번호 : P00-13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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