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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 이 가입설계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 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세여성 고객님의 가입설계서 30세여성 고객님의 가입설계서 30세여성 고객님의 가입설계서 30세여성 고객님의 가입설계서

 (보험대상자 30세여성 님) (보험대상자 30세여성 님) (보험대상자 30세여성 님) (보험대상자 30세여성 님)지점명 : 리치플래너컨설팅재무설계사 : 이미선휴대폰(사무실) : 010-8867-8699 (☏)e-mail :설계일 :  2012-05-09 10:08발행일 :  2012-05-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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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 주피보험자주피보험자주피보험자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된 보험대상자)(주된 보험대상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지급개시연금지급개시연금지급개시연금지급개시나이나이나이나이 종피보험자종피보험자종피보험자종피보험자 납입주기납입주기납입주기납입주기 보험료(원)보험료(원)보험료(원)보험료(원)(확장 보험대상자)(확장 보험대상자)(확장 보험대상자)(확장 보험대상자)30세여성님30세여성님30세여성님30세여성님 30세여성 님30세여성 님30세여성 님30세여성 님 65세65세65세65세 월납월납월납월납 300,000300,000300,000300,000(30세,여) (30세,여)
기본계약정보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가입금액(만원)가입금액(만원)가입금액(만원)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보험료(원)보험료(원)보험료(원)보험료(원)주계약주계약주계약주계약 주계약 600 종신 20년납 300,000계약사항

※ 고액계약 할인 : 월납 계약에서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고액계약 할인 : 월납 계약에서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고액계약 할인 : 월납 계약에서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고액계약 할인 : 월납 계약에서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분의 1.5%    -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분의 1.5%    -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분의 1.5%    -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분의 1.5%    -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분의 1.8% + 3,000원    -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분의 1.8% + 3,000원    -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분의 1.8% + 3,000원    -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분의 1.8% + 3,000원    -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분의 1.8% + 12,000원    -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분의 1.8% + 12,000원    -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분의 1.8% + 12,000원    -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분의 1.8% + 12,000원    -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분의 2.0% + 30,000원    -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분의 2.0% + 30,000원    -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분의 2.0% + 30,000원    -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200만원 초과분의 2.0% + 30,000원    - 기본보험료 300만원 초과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300만원 초과분의 2.5% + 50,000원    - 기본보험료 300만원 초과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300만원 초과분의 2.5% + 50,000원    - 기본보험료 300만원 초과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300만원 초과분의 2.5% + 50,000원    - 기본보험료 300만원 초과 : 주계약 기본보험료 중 300만원 초과분의 2.5% + 50,000원※ 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특약으로서 최초가입시점부터 매3년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및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특약으로서 최초가입시점부터 매3년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및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특약으로서 최초가입시점부터 매3년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및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특약으로서 최초가입시점부터 매3년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및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인상)되고 갱신형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따라 보험료가 변동(인상)되고 갱신형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따라 보험료가 변동(인상)되고 갱신형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따라 보험료가 변동(인상)되고 갱신형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피보험자별 최대나이(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시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피보험자별 최대나이(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시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피보험자별 최대나이(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시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피보험자별 최대나이(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갱신시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1종(종합형) 및 3종(상해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1종(종합형) 및 3종(상해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1종(종합형) 및 3종(상해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1종(종합형) 및 3종(상해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시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 개인연금형, 10년(10회)보증)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계약체결시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 개인연금형, 10년(10회)보증)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계약체결시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 개인연금형, 10년(10회)보증)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계약체결시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 개인연금형, 10년(10회)보증)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나이나이나이나이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나이나이나이나이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나이나이나이나이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30세 ~ 49세 300,000※ 나이변경일 : 2012년 11월 05일 ※ 나이변경 후 가입시 보험료 : 300,000※ 나이변경 후 가입시 보험료 : 300,000※ 나이변경 후 가입시 보험료 : 300,000※ 나이변경 후 가입시 보험료 : 300,000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Administrator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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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 선택안함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 선택안함펀드자동재배분 선택 및 펀드 편입비율

펀드명펀드명펀드명펀드명 코리아인덱스혼합형코리아인덱스혼합형코리아인덱스혼합형코리아인덱스혼합형펀드편입비율펀드편입비율펀드편입비율펀드편입비율 100%100%100%100%
펀드의 종류 및 특징 /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ㆍ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행 운용되는 특별계정은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상기 펀드별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이내에서 처리합니다.※ 선택 가능한 펀드와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는 위와 같으며, 연 12회 범위 내에서 펀드 변경이 가능하고 회사는 펀드 변경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되는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변경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기능     -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변경시 선택한 펀드 편입비율로 매 6개월마다(계약일 기준) 계약자적립금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정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의미와 각 기간별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계약 제1보험기간 보증형태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월납2형:기본 보증형,수익추구형)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월납2형:기본 보증형,수익추구형)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월납2형:기본 보증형,수익추구형)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월납2형:기본 보증형,수익추구형) 가입설계번호 :가입설계번호 :가입설계번호 :가입설계번호 :00958101120509100817009581011205091008170095810112050910081700958101120509100817

※※※※ 이 가입설계서는 16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16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16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 - - 4 / 164 / 164 / 164 / 16 ----

연금개시나이:세연금개시나이:세연금개시나이:세연금개시나이:세 (단위:만원)나이나이나이나이 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 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 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순수익률 -1.4 %)(순수익률 -1.4 %)(순수익률 -1.4 %)(순수익률 -1.4 %) (순수익률 2.6 %)(순수익률 2.6 %)(순수익률 2.6 %)(순수익률 2.6 %) (순수익률 6.6 %)(순수익률 6.6 %)(순수익률 6.6 %)(순수익률 6.6 %)기본연금기본연금기본연금기본연금 자유연금자유연금자유연금자유연금(인출)(인출)(인출)(인출) 연금계연금계연금계연금계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기본연금기본연금기본연금기본연금 자유연금자유연금자유연금자유연금(인출)(인출)(인출)(인출) 연금계연금계연금계연금계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기본연금기본연금기본연금기본연금 자유연금자유연금자유연금자유연금(인출)(인출)(인출)(인출) 연금계연금계연금계연금계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65세 342 0 342 6,749 635 0 635 13,049 1,728 0 1,728 36,84766세 342 0 342 6,306 635 0 635 12,706 1,728 0 1,728 37,32967세 342 0 342 5,870 635 0 635 12,355 1,728 0 1,728 37,84168세 342 0 342 5,441 635 0 635 11,996 1,797 0 1,797 38,31369세 342 0 342 5,018 635 0 635 11,628 1,797 0 1,797 38,83370세 342 0 342 4,602 635 0 635 11,251 1,797 0 1,797 39,38771세 342 0 342 4,193 635 0 635 10,866 1,870 0 1,870 39,89772세 342 0 342 3,790 635 0 635 10,471 1,870 0 1,870 40,44073세 342 0 342 3,394 635 0 635 10,067 1,870 0 1,870 41,01874세 342 0 342 3,003 635 0 635 9,654 1,948 0 1,948 41,54975세 342 0 342 2,619 635 0 635 9,231 1,948 0 1,948 42,11576세 342 0 342 2,241 635 0 635 8,802 1,948 0 1,948 42,71677세 342 0 342 1,869 635 0 635 8,363 2,029 0 2,029 43,27078세 342 0 342 1,503 635 0 635 7,913 2,029 0 2,029 43,85979세 342 0 342 1,143 635 0 635 7,453 2,029 0 2,029 44,48580세 342 0 342 788 635 0 635 6,981 2,113 0 2,113 45,06281세 342 0 342 439 635 0 635 6,498 2,113 0 2,113 45,67582세 342 0 342 96 635 0 635 6,004 2,113 0 2,113 46,32783세 342 0 342 0 635 0 635 5,497 2,200 0 2,200 46,92884세 342 0 342 0 635 0 635 4,978 2,200 0 2,200 47,56785세 342 0 342 0 635 0 635 4,447 2,200 0 2,200 48,24686세 342 0 342 0 635 0 635 3,903 2,291 0 2,291 48,87187세 342 0 342 0 635 0 635 3,346 2,291 0 2,291 49,53688세 342 0 342 0 635 0 635 2,776 2,291 0 2,291 50,24489세 342 0 342 0 635 0 635 2,192 2,386 0 2,386 50,89590세 342 0 342 0 635 0 635 1,593 2,386 0 2,386 51,58891세 342 0 342 0 635 0 635 981 2,386 0 2,386 52,32492세 342 0 342 0 635 0 635 353 2,485 0 2,485 53,00393세 342 0 342 0 635 0 635 0 2,485 0 2,485 53,72494세 342 0 342 0 635 0 635 0 2,485 0 2,485 54,49195세 342 0 342 0 635 0 635 0 2,588 0 2,588 55,19896세 342 0 342 0 635 0 635 0 2,588 0 2,588 55,94997세 342 0 342 0 635 0 635 0 2,588 0 2,588 56,74898세 342 0 342 0 635 0 635 0 2,695 0 2,695 57,48499세 342 0 342 0 635 0 635 0 2,695 0 2,695 58,266100세 342 0 342 0 635 0 635 0 2,695 0 2,695 59,098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연금수령액 예시

Administrator
사각형



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월납2형:기본 보증형,수익추구형)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월납2형:기본 보증형,수익추구형)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월납2형:기본 보증형,수익추구형)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월납2형:기본 보증형,수익추구형) 가입설계번호 :가입설계번호 :가입설계번호 :가입설계번호 :00958101120509100817009581011205091008170095810112050910081700958101120509100817

※※※※ 이 가입설계서는 16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16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16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 - - 5 / 165 / 165 / 165 / 16 ----

연금개시나이:세연금개시나이:세연금개시나이:세연금개시나이:세 (공시이율 : 2012년 05월 4.60 % 기준  단위:만원)투자투자투자투자수익률수익률수익률수익률 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일시금일시금일시금일시금 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개인연금형개인연금형개인연금형 집중지급형(10년보증)집중지급형(10년보증)집중지급형(10년보증)집중지급형(10년보증) 집중지급형(20년보증)집중지급형(20년보증)집중지급형(20년보증)집중지급형(20년보증) 부부연금형(50%형)부부연금형(50%형)부부연금형(50%형)부부연금형(50%형)10년10년10년10년보증보증보증보증 20년20년20년20년보증보증보증보증 30년30년30년30년보증보증보증보증 100세100세100세100세보증보증보증보증 10차년도10차년도10차년도10차년도까지까지까지까지 11차년도11차년도11차년도11차년도부터부터부터부터 20차년도20차년도20차년도20차년도까지까지까지까지 21차년도21차년도21차년도21차년도부터부터부터부터 10년10년10년10년보증보증보증보증 20년20년20년20년보증보증보증보증0% 7,200 430 424 408 390 576 288 472 236 422 4194.0% 13,385 800 789 758 725 1,071 535 877 438 786 7808.0% 36,394 2,177 2,147 2,063 1,973 2,912 1,456 2,386 1,193 2,137 2,120투자투자투자투자수익률수익률수익률수익률 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 확정연금확정연금확정연금확정연금 상속연금상속연금상속연금상속연금부부연금형(50%형)부부연금형(50%형)부부연금형(50%형)부부연금형(50%형) 부부연금형(100%형)부부연금형(100%형)부부연금형(100%형)부부연금형(100%형)30년30년30년30년보증보증보증보증 100세100세100세100세보증보증보증보증 10년10년10년10년보증보증보증보증 20년20년20년20년보증보증보증보증 30년30년30년30년보증보증보증보증 100세100세100세100세보증보증보증보증 5년5년5년5년 10년10년10년10년 15년15년15년15년 20년20년20년20년 연금연금연금연금 사망시사망시사망시사망시수령액수령액수령액수령액0% 407 390 415 414 405 390 1,564 869 642 531 315 6,8834.0% 756 725 772 770 754 725 2,908 1,617 1,193 987 585 12,7968.0% 2,057 1,972 2,099 2,094 2,051 1,972 7,908 4,396 3,245 2,684 1,592 34,794

공시이율 연금형 연금수령액 예시

(단위:만원)구분구분구분구분 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 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 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생존시생존시생존시생존시(생존연금)(생존연금)(생존연금)(생존연금) 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 생존시생존시생존시생존시(생존연금)(생존연금)(생존연금)(생존연금) 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 생존시생존시생존시생존시(생존연금)(생존연금)(생존연금)(생존연금) 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종신연금종신연금종신연금종신연금개인형개인형개인형개인형(정액형)(정액형)(정액형)(정액형) 10년(10회)보증10년(10회)보증10년(10회)보증10년(10회)보증 371 743 822 1,645 1,849 3,69920년(20회)보증20년(20회)보증20년(20회)보증20년(20회)보증 367 734 812 1,624 1,826 3,65230년(30회)보증30년(30회)보증30년(30회)보증30년(30회)보증 353 707 782 1,564 1,758 3,517100세보증100세보증100세보증100세보증 338 677 749 1,499 1,685 3,371

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
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
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65세 연금개시

4% 가정시 : 매년 725만원4% 가정시 : 매년 725만원4% 가정시 : 매년 725만원4% 가정시 : 매년 725만원8% 가정시 : 매년 1,973만원8% 가정시 : 매년 1,973만원8% 가정시 : 매년 1,973만원8% 가정시 : 매년 1,973만원0% 가정시 : 매년 390만원0% 가정시 : 매년 390만원0% 가정시 : 매년 390만원0% 가정시 : 매년 390만원
4% 가정시 매년 749만원4% 가정시 매년 749만원4% 가정시 매년 749만원4% 가정시 매년 749만원8% 가정시 매년 1,685만원8% 가정시 매년 1,685만원8% 가정시 매년 1,685만원8% 가정시 매년 1,685만원0% 가정시 매년 338만원0% 가정시 매년 338만원0% 가정시 매년 338만원0% 가정시 매년 338만원
4% 가정시 매년 749만원4% 가정시 매년 749만원4% 가정시 매년 749만원4% 가정시 매년 749만원8% 가정시 매년 1,685만원8% 가정시 매년 1,685만원8% 가정시 매년 1,685만원8% 가정시 매년 1,685만원0% 가정시 매년 338만원0% 가정시 매년 338만원0% 가정시 매년 338만원0% 가정시 매년 338만원0% 가정시 : 338만원0% 가정시 : 338만원0% 가정시 : 338만원0% 가정시 : 338만원4% 가정시 : 749만원4% 가정시 : 749만원4% 가정시 : 749만원4% 가정시 : 749만원8% 가정시 : 1,685만원8% 가정시 : 1,685만원8% 가정시 : 1,685만원8% 가정시 : 1,685만원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전환시

연금전환나이연금전환나이연금전환나이연금전환나이 60세60세60세60세 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 65세65세65세65세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이 계약의 투자수익률 연 0%, 4.0%, 8.0%(비용차감전 기준)를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Administrator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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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실제 투자수익률 및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지며, 예시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별도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부가하는 특약이며, 신청 당시 본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기 연금액은 주계약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의 연금개시시 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상기금액은 2012년05월 현재 공시이율 4.60%를 적용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의 계산은 매년     연금액 계산당시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도 변동됩니다.※ 생존연금이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개시 전에 사망 시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장기간병연금이란 연금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며, 생존연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다만,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보증지급기간 없이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장기간병연금은 약관 제6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및 제7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제3항에 따라 발생시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매월, 2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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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사망시 6,000,000※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연금지급개시전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은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해 매일 변동     됩니다.※ 계약소멸   - 연금지급개시 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 연금지급개시 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모두] 사망시※ 계약자가 연금지급 연기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연기기간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봅니다.※ 연금지급 연기기간 중 사망시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연금지급 연기제도 신청에 의해 연금지급이 연기된 경우에는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지급 안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생존연금 지급     ①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100%, 50%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보증]         [집중지급형(개인연금형)/10년, 20년 보증]: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 지급     ②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에 (1-노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여 연금액 지급(5년, 10년, 15년, 20년)     ③ 상속연금형: 연금지급 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상속연금 적립액 지급     ④ 실적배당종신연금형: 연금지급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단, 사망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 지급)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단, 갱신형특약 제외)※ 선택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선택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선택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교보실손의료비특약 제외)※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전까지 차회 이후 특약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금액(단위:원)보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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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경경경경과과과과년년년년 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 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 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 (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 (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사망사망사망사망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사망사망사망사망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사망사망사망사망보험금보험금보험금보험금5년 600 1,541 2,141 600 1,704 2,304 600 1,882 2,48210년 600 3,022 3,622 600 3,689 4,289 600 4,525 5,12515년 600 4,519 5,400 600 6,083 6,683 600 8,319 8,91920년 600 5,935 7,200 600 8,837 9,437 600 13,592 14,19225년 600 5,593 7,200 600 10,148 10,748 600 18,869 19,46930년 600 5,267 7,200 600 11,654 12,254 600 26,203 26,803
연금개시 전 사망보험금 예시표

(기준:계약사항참조, 단위:원)해지환급금 예시표경과경과경과경과기간기간기간기간 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 특별계정특별계정특별계정특별계정투입금액투입금액투입금액투입금액누계누계누계누계 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투자수익률 0.0%가정 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투자수익률 4.0%가정 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투자수익률 8.0%가정(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 (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 (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환급률(%)환급률(%)환급률(%)환급률(%)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환급률(%)환급률(%)환급률(%)환급률(%)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환급률(%)환급률(%)환급률(%)환급률(%)3개월 900,000 792,765 0 0.0 0 0.0 0 0.06개월 1,800,000 1,585,530 248,852 13.8 267,045 14.8 284,798 15.89개월 2,700,000 2,378,295 1,087,006 40.3 1,126,048 41.7 1,164,389 43.11년 3,600,000 3,171,060 1,922,986 53.4 1,990,758 55.3 2,057,741 57.22년 7,200,000 6,342,000 5,245,175 72.8 5,507,349 76.5 5,773,255 80.23년 10,800,000 9,512,760 8,532,890 79.0 9,118,335 84.4 9,727,723 90.14년 14,400,000 12,683,280 11,786,450 81.9 12,826,351 89.1 13,937,359 96.85년 18,000,000 15,853,560 15,006,230 83.4 16,634,168 92.4 18,419,545 102.36년 21,600,000 19,023,540 18,192,543 84.2 20,544,574 95.1 23,192,784 107.47년 25,200,000 22,193,220 21,345,758 84.7 24,560,501 97.5 28,276,902 112.28년 28,800,000 25,439,700 24,338,020 84.5 28,558,390 99.2 33,568,135 116.69년 32,400,000 28,685,880 27,297,064 84.3 32,670,149 100.8 39,219,487 121.010년 36,000,000 31,931,820 30,223,315 84.0 36,899,088 102.5 45,255,551 125.715년 54,000,000 49,003,560 45,197,460 83.7 60,831,184 112.7 83,193,246 154.120년 72,000,000 66,065,820 59,356,600 82.4 88,371,267 122.7 135,925,430 188.825년 72,000,000 65,834,280 55,937,220 77.7 101,482,771 140.9 188,697,510 262.130년 72,000,000 65,576,196 52,675,976 73.2 116,548,081 161.9 262,033,298 363.935년 72,000,000 65,280,732 49,553,742 68.8 133,851,129 185.9 363,945,676 505.540년※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계정 자산운용에 따른 제반 수익과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및 특약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이 계약의 투자수익률을 0%, 4.0%, 8.0%(비용차감전 기준)로 가정하고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이러한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10년 이내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세금 공제전 기준입니다. 10년 이내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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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사망보험금 보증최저사망보험금 보증최저사망보험금 보증최저사망보험금 보증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포함)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말합니다.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액의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상기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보증비용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05%)최저연금적립금 보증최저연금적립금 보증최저연금적립금 보증최저연금적립금 보증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계약자적립금으로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보증비용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6%)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보증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기준금액에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연금지급기준금액 :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연금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이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마다 계약자적립금과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단,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이후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연금지급기준금액으로 재설정한다.다만, 연금지급기준금액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후에는 더 이상 재설정 되지 아니합니다.●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매 3년 계약해당일●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개시나이 55~59세 : 남자 4.25%, 여자 4.0%- 연금개시나이 60~64세 : 남자 4.5%, 여자 4.25%- 연금개시나이 65~69세 : 남자 5.0%, 여자 4.75%- 연금개시나이 70~74세 : 남자 5.25%, 여자 5.0%- 연금개시나이 75~79세 : 남자 5.5%, 여자 5.5%- 연금개시나이 80세       : 남자 6.0%, 여자 6.0%※ 연금개시 이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연금지급기준금액이 감소하며, 이에따라 연금액 및 계약자적립금도 감소합니다.     (보증비용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95%)보험료 납입시 처리사항보험료 납입시 처리사항보험료 납입시 처리사항보험료 납입시 처리사항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에「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및「이체금액」: 월납계약 - 약관 제15조 참조, 일시납계약 - 약관 제13조 참조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 가능기간 : 계약일 1개월 경과 후 ~ 연금개시 만 5년전(단, 3년납의 경우는 만 7년전, 4년납의 경우는 만 6년전까지)●추가납입 총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업비가 공제됩니다.해지계약 부활(효력회복)해지계약 부활(효력회복)해지계약 부활(효력회복)해지계약 부활(효력회복)부활시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을「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미납된 월공제액 공제)※「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및「이체금액」: 월납 약관 제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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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선택 및 변경펀드선택 및 변경펀드선택 및 변경펀드선택 및 변경●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판매중인 펀드 중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설정(다만, 2형 중 안정추구형의 경우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이30%이상이어야 함)할 수 있습니다.또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펀드자동재배분 및 평균분할투자를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없이 신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운용하기 위한펀드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에서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펀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형 중 안정추구형의 경우기본보험료의 채권형 펀드(단기채권형 펀드 포함)의 편입비율 및 채권형 펀드(단기채권형 펀드 포함)에 해당하는계약자적립금의 비율이 변경후 30%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자로부터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이내에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에채권형 펀드(단기채권형 펀드 포함)에 해당하는 편입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이 40% 이상(단기채권형 펀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단기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 제외)이 되도록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동조정합니다.중도인출중도인출중도인출중도인출●인출 가능기간 : 계약일 1개월 경과후부터 연금지급 개시전까지 (단,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포함)●인출 가능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인출 가능금액 : 1회당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다만,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인출 제한금액 : 인출후 최저 수준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하며, 구좌당 300만원 이상●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이 부족한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의 전일이전 5영업일 동안에는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주계약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된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체결 또는 펀드변경시 펀드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배분해주는 선진형투자기법입니다. 이 기능은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정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각 기간별로 수익의 실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펀드 자동재배분 기능은 계약일자로부터 매 6개월마다 적용됩니다.*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이전에 선택된 펀드자동재배분은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에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기능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기능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기능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기능추가납입보험료 또는 일시납 보험료를 한번에 펀드에 투입할 경우 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라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평균분할투자 기능이란 추가납입보험료(사업비 제외) 또는 일시납 보험료(사업비 제외)를 단기채권형 펀드에 먼저 투입한 후정해진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선택하신 펀드에 투입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신청시기 : 계약시 또는 보험료 추가납입시●분할투자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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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ㆍ펀드자동재배분 기능과 평균분할투자기능은 동시 선택 불가, ㆍ평균분할투자기능 선택시 단기채권형 펀드는 선택 불가ㆍ평균분할투자기간 중 펀드 변경 또는 펀드 편입비율 변경 불가, ㆍ평균분할투자기간 중 평균분할투자 기능 취소 가능연금분할 선택제도연금분할 선택제도연금분할 선택제도연금분할 선택제도●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적립금(연금재원)을 두 가지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고객의 다양한 연금니즈를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지급 서비스 제도입니다.●계약자는 두 가지 연금지급형태를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실적배당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연금지급 연기제도연금지급 연기제도연금지급 연기제도연금지급 연기제도●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시점을 일정기간(최대 5년) 연기시켜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연금지급 연기의 신청 및 취소는 연금지급개시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지급 연기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직전에 정해진 연금개시나이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지급 연기기간 중 적립금 계산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연금지급 연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경과시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 연기신청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연금지급 연기기간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연금지급 연기제도 신청에 의해 연금지급이 연기된 경우에는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노후자금비율 선택제도노후자금비율 선택제도노후자금비율 선택제도노후자금비율 선택제도●연금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중 일정비율을 선택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노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노후자금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비를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신청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자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고객님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대상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월납계약으로 신청당시의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공제되어야 하는 월공제 합계액의 200% 이상인 계약- 특약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계약●중지기간 및 납입기간- 1회 신청시 1년(12개월분)간 납입중지, 총 3회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선택시 중지된 기간만큼 납입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은 모두 납입해야함)- 납입기간 연장으로 인해 최소 거치기간[3년납(7년), 4년납(6년), 5년납 이상(5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시시점도 자동연장※ 다만, 보험계약일부터10년 이상 경과 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 연장 및     연금개시시점 연장을 적용하지 아니함-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의 합계액을     월공제액으로 하여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연금지급형태연금지급형태연금지급형태연금지급형태●가입시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 개인연금형, 10년(10회)보증]으로 정해지며, 계약변경에 의해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가능한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100%, 50%지급)}/10년(10회), 20년(20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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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회), 100세보증], [집중지급형(개인연금형)/10년(10회), 20년(20회) 보증],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연금개시 나이 변경에 관한 사항연금개시 나이 변경에 관한 사항연금개시 나이 변경에 관한 사항연금개시 나이 변경에 관한 사항●가입시 정한 연금개시 나이는 회사 기준에 부합할 경우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품세부내용안내

Administrator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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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고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목욕하기,옷입기」    중 한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판정됩니다.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치매상태"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중증치매상태"는 중증 치매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해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인지기능 장애의 측정은 CDR척도를 통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판정됩니다.    "인지기능장해"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1996년) 검사결과가 3점 이상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1996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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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는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ㆍ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특별계정 투입금액)을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하여 투자ㆍ운용합니다.2. 매일공시(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 등)되는 기준가격, 현재수익률 및 연환산수익률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되는 특별계정투입    금액이 투자수익률로 운용되어 적립된 펀드 전체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로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등     제반비용이 차감된 수익률(가격)입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계약의 개별 수익률은 보험료 납입시점과 펀드변경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펀드설정일 기준으로 매일 공시되는 전체 투자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3. 펀드에 따라 투자리스크가 다르므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절한 펀드 선택 및 배분이 중요하므로 고객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     펀드별 주식편입비율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및 가입시점의 기준가격, 투자수익률 등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4. 당사 홈페이지(www.kyobo.co.kr)의 변액보험 공시실 및 사이버 창구 등에서 고객이 직접 본인 펀드의 기준가격, 연환산수익률, 좌수,     계약자적립금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5. 회사는 6개월마다 계약내용의 변동에 대한 안내자료(납입보험료, 선택한 펀드, 기준가격, 펀드변경내역)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특별계정의 운용현황(기준가, 수익률, 전월말 자산구성내역, 결산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꼭 확인하세요

(무)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무)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무)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무)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ⅡⅡⅡ은?은?은?은?

10년 이상 유지시10년 이상 유지시10년 이상 유지시10년 이상 유지시보험차익에 대해 보험차익에 대해 보험차익에 대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전액 전액 전액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이 보험계약은이 보험계약은이 보험계약은이 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보호하지 않습니다.보호하지 않습니다.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다만,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다만,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다만,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이 보험은 이 보험은 이 보험은 선택하신 펀드의 선택하신 펀드의 선택하신 펀드의 선택하신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가입하시기 전에 가입하시기 전에 가입하시기 전에 가입하시기 전에 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선택하셔야 합니다.선택하셔야 합니다.선택하셔야 합니다.선택하셔야 합니다.

변액보험은변액보험은변액보험은변액보험은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무배당 교보 

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Ⅱ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중 중 중 중     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보험계약체결, 유지비 등(사업비) 및 보험계약체결, 유지비 등(사업비) 및 보험계약체결, 유지비 등(사업비) 및 보험계약체결, 유지비 등(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특약보험료를 특약보험료를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제외한 금액만 제외한 금액만 제외한 금액만 선택하신 펀드 선택하신 펀드 선택하신 펀드 선택하신 펀드 (특별계정)에 (특별계정)에 (특별계정)에 (특별계정)에 투자,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투자,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투자,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투자,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납입보험료에 납입보험료에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르기 위해서는  이르기 위해서는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의  펀드의  펀드의  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투자수익률에 따라 투자수익률에 따라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차이는 있으나 차이는 있으나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 소요장기간 소요장기간 소요장기간 소요됩니다.됩니다.됩니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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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표○ 기준 : 가입금액 600만원, 1.0구좌, 여자 30세, 65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기본보험료 월 3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600만원, 1.0구좌, 여자 30세, 65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기본보험료 월 3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600만원, 1.0구좌, 여자 30세, 65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기본보험료 월 3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600만원, 1.0구좌, 여자 30세, 65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기본보험료 월 300,000원1. 보험관계 비용1. 보험관계 비용1. 보험관계 비용1. 보험관계 비용구분구분구분구분 목적목적목적목적 시기시기시기시기 비용비용비용비용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6.84%(20,520원)7년초과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4.70%(14,100원)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의5.00%(15,000원)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후 : 기본보험료의1.00%(3,000원)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7500% ~ 0.77700% (225 ~ 2,331원)※ 상기 보험관계비용은 주계약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위험보험료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며, 연령증가에 따라 상이합니다.2. 특별계정운용비용2. 특별계정운용비용2. 특별계정운용비용2. 특별계정운용비용구분구분구분구분 특별계정 운용특별계정 운용특별계정 운용특별계정 운용ㆍㆍㆍㆍ수탁보수수탁보수수탁보수수탁보수 증권거래비용 및증권거래비용 및증권거래비용 및증권거래비용 및기타비용기타비용기타비용기타비용 기초펀드의기초펀드의기초펀드의기초펀드의기타비용기타비용기타비용기타비용(매일)(매일)(매일)(매일) (연)(연)(연)(연) (사유발생시, 연기준)(사유발생시, 연기준)(사유발생시, 연기준)(사유발생시, 연기준) (사유발생시, 연기준)(사유발생시, 연기준)(사유발생시, 연기준)(사유발생시, 연기준)코리아인덱스혼합형 0.001232877% 0.45% 0.005990% 없음글로벌인덱스혼합형 0.001506849% 0.55% 0.064532% 없음채권형 0.00109589% 0.4% 0.018690% 없음단기채권형 0.000821918% 0.3% 0.016647% 없음※ 상기 비용은 펀드적립금에 대한 비용입니다.※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 기타비용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단, 펀드 설정 이후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 설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상)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설정 펀드 및 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펀드의 실적을 추정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4분기 동안은 전전년도의 회계연도 실적(단, 직전 회계연도 이후     설정된 펀드는 직전 회계연도의 1/4 ~ 3/4분기 실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펀드의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현재 운용되는 특별계정은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운용사에 투자일임형태로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집합투자기구[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주식]에 투자(이를 '기초펀드'라고 합니다)할 수 있으며,    다른 기초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는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기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초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각 펀드별 특별계정 운용ㆍ수탁보수 이내에서 처리합니다.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구분구분구분구분 목적목적목적목적 시기시기시기시기 비용비용비용비용보증비용보증비용보증비용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매월(연금개시전) 적립금의 0.05000000% (연 0.6%)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매월(연금개시전,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선택시) 적립금의 0.004166667% (연 0.05%)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선택시) 매월(연금개시후) 적립금의 0.079166667% (연 0.95%)연금수령기간연금수령기간연금수령기간연금수령기간중 비용중 비용중 비용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관리비용 연금수령시(공시이율 종신연금형) 연금연액의 0.5%실적배당종신연금(선택시) 매월 적립금의 0.012500000%(연 0.15%)노후자금 관리비용 매월(선택시) 노후자금의 0.005%해지공제해지공제해지공제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ㆍ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5%펀드변경수수료펀드변경수수료펀드변경수수료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1회당 펀드변경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중도인출수수료중도인출수수료중도인출수수료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1회당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적은 금액※ 펀드변경수수료는 2012년 05월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경과시점경과시점경과시점경과시점 1년1년1년1년 2년2년2년2년 3년3년3년3년 4년4년4년4년 5년5년5년5년 6년6년6년6년 7년7년7년7년 7년이상7년이상7년이상7년이상해지공제금해지공제금해지공제금해지공제금(만원)(만원)(만원)(만원) 123 102 82 61 41 20 0 0해지공제해지공제해지공제해지공제비율(%)비율(%)비율(%)비율(%) 34.2 14.2 7.6 4.2 2.3 0.9 0 0※ 해지공제 비용※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액)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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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kyobo.co.kr)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kyobo.co.kr)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kyobo.co.kr)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kyobo.co.kr)또는 고객만족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결해결해결해 해 해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565, www.klia.or.kr)있습니다. 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565, www.klia.or.kr)있습니다. 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565, www.klia.or.kr)있습니다. 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565,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교보생명 고객만족센터 : (지역번호 없이)1588-1001교보생명 고객만족센터 : (지역번호 없이)1588-1001교보생명 고객만족센터 : (지역번호 없이)1588-1001교보생명 고객만족센터 : (지역번호 없이)1588-1001전국 고객 PLAZA전국 고객 PLAZA전국 고객 PLAZA전국 고객 PLAZA※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고객만족센터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고객만족센터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고객만족센터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고객만족센터 및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검 1-1011-39상품지원팀(2010.12)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하셔야 합니다.하셔야 합니다.하셔야 합니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하며(청약서에 기재),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나 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이 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주계약 보장계약은연복리 3.5%, 특약은 연복리 4.0%입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은     이 계약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 상품과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세제혜택세제혜택세제혜택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단,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아래를 아래를 아래를 아래를 참참참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 자료는 상품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시된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또는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교보생명홈페이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kyobo.co.kr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