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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나아빠 님 의 보장내역(주피보험자 : 주된 보험대상자)A.자녀 독립나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교체한 경우

『 계약자적립금』 이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에 의하여 매일 변동되며,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변동되는『 계약자 적립금』 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를 한 계약의 경우 교체 당시 회사가 부가하는 선택특약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에 부가 할 수 있습니다.중도에 부가한 선택 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됩니다.자녀 독립나이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 교육자금』 은 최초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하며, 자녀 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자녀 교육자금』 예시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미만에 사망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이후에 사망한 경우 자녀 교육자금은『 기준사망보험금-자녀 생활자금』 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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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前가 되는 월 계약 해당일 전( )이며 살아있는 경우 자녀생활자금 제1보험기간(65세미만)의 보험가입금액 ×  50%자녀교육자금 (기준사망보험금 - 자녀 생활자금)을 기준으로계산한 분할보험금을 자녀 교육자금 지급기간동안 매년 해당일에 지급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 이상인 경우 사망보험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미만인 경우(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00%+ 계약자적립금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이후인 경우(제2보험기간) 아래 중 큰 금액ㆍ기본보험금액× 100%ㆍ계약자적립금× 105%지급사유 지급금액교체 후 보험기간 중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미만인 경우(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00%+ 계약자적립금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 나이가 65세 이후인 경우(제2보험기간) 아래 중 큰 금액ㆍ기본보험금액× 100%ㆍ계약자적립금× 105%

나아빠 님 의 보장내역(주피보험자 : 주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를 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계약의 경우
『 계약자 적립금』 이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의해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에 의하여 매일 변동되며,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변동되는『 계약자 적립금』 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기준사망보험금』 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미만인 경우(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00% + 계약자적립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이후인 경우(제2보험기간): Max(기본보험금액× 100% , 계약자적립금× 105%)제2보험기간(65세 이후)의 『 기본보험금액』 은 제2보험기간(65세 이후)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제2보험기간(65세 이후) 보험가입금액』 은 제1보험기간(65세 미만)의 보험 가입금액과 65세 직전의 계약자적립금의 합계를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 사망보험금』  또는 『 자녀 생활자금 및 자녀 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준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또한 최초 자녀 교육자금 지급 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으로 할 경우에는, 자녀 교육자금은 기납입보험료에서 자녀 생활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약관 제4조 용어의 정의 11호에서 정한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납입보험료』 는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제15호에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자녀 교육자금』 은 최초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하며, 자녀 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합니다.자녀 교육자금은 지급받는 도중에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지급받는 교육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더 이상 월대체 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자녀 교육자금 지급기간』 이라 함은 최초 자녀 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 월계약해당일 이후 최초의 자녀 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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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나자녀 님 의 보장내역(종피보험자 : 확장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보험금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재활 치료 자금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前월 계약 해당일 전( )일까지 학교생활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장해지급률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前월 계약 해당일 전( )일까지 학교생활 외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장해지급률입원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前월 계약 해당일 전( )일까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120일 한도)수술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前월 계약 해당일 전( )일까지 1~5종 수술분류표(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포함)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제1종 : 10만원제2종 : 30만원제3종 : 50만원제4종 : 100만원제5종 : 500만원암 진단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前월 계약 해당일 전( )일까지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진단확정되었을 때(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 1,000만원기타피부암 : 200만원제자리암 : 200만원경계성종양 : 200만원재해골절 치료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는前월 계약 해당일 전( )일까지 재해로 인하여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골절시마다 20만원

B.

자녀 교육자금을 지급할 경우에 재활치료자금, 입원비, 수술비, 암진단비, 재해골절치료비는 자녀 교육자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다만, 자녀 교육자금 지급기간 중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자녀 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더 이상 월대체 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이상일 경우에는 회사는 위 표에서 언급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보장에 대하여 더 이상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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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상품명나자녀 님을 위한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 1종(어린이보장형)계약자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교체여부나아빠 님 34세(남자) 나아빠 님 34세(남자) 나자녀 님 0세(남자) 교체함납입주기 보험기간 예시납입기간 납입기간 자녀독립나이월납 종신 20 년납 전기납 27 세
기본계약정보나아빠 님 의 가입설계서C.

주계약 및 특약계약내용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초회보험료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 1종(어린이보장형) 1,000 만원 종신 전기납 150,000 원(예시납입기간 :20년)채권형 0 % 인덱스주식형 0 %가치주식형 50 % 아시아주식형 0 %성장주식형 50 % 유럽주식형 0 %미국주식형 0 % 글로벌채권형 0 %글로벌주식형 0 % 브릭스주식형 0 %초회 보험료 합계 (진단구분 : 무진단 ) 150,000 원

나  이  별 납 입 보 험 료34세 ~ 53세 (2012년 01월 ~ 2031년 12월) 150,000 원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Ⅳ보험은 주계약의 납입기간이 전기 종신납이며, 의무납입기간 12년(납입유예기간 제외) 이후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예시납입기간이란 계약자적립금, 해지환급금등을 나타내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하고자 하는 기간을 예시한 것입니다.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Ⅳ보험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금, 계약자적립금이 변동하는 보험으로 주계약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를 한 계약의 경우 교체 당시 회사가 부가하는 선택특약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에 부가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를 회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가 거절당한 계약의 경우 교체 전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기본보험료가 144회(의무납입) 납입된 이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금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로 해지환급금이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60회납입)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유예(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36개월)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유예한 기간만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은 연장되며, 기본보험료의 부분적인 금액은 불가합니다.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주계약 나이별 납입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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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1종(어린이보장형), 가입금액 : 1,000만원, 기본보험료 : 15만원, 납입주기 : 월납, 예시납입기간 : 20년납가치주식형 : 50%  성장주식형 : 50%기본 비용 및 수수료나아빠 님 의 공제금액공시(수수료안내표)D.

▶기본보험계약 관련 부분구분 목적 시기 비용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4.3267%(6,490원)계약관리비용 매월 보험료 납입시 : 기본보험료의 8.6667%(13,000원)보험료 미납시 : 기본보험료의 7.1667%(10,750원)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3328% ~ 6.9129%(499원 ~ 10,369원)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해지공제 비용(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만원단위 절상)위험보험료: 가입시부터 교체전 주피보험자(주된 피보험자)의 나이가 80세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반영하였으며, 투자수익률은 4%라는 가정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음.특별계정 운용실적이 악화되어 사망 시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보증을 위해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위험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해지공제금액 (만원) 56 47 38 28 19 10 0 0해지공제비율 31.11% 13.06% 7.04% 3.89% 2.11% 0.93% 0.00% 0.00%▶특별계정관련 부분       구분펀드         특별계정운용비용특별계정 운용ㆍ수탁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의 보수ㆍ비용매일 사유발생시 매일가치주식형 펀드적립금의 0.002192 % (연0.80%) 펀드적립금의 연0.12% 해당사항없음성장주식형 펀드적립금의 0.002192 % (연0.80%) 펀드적립금의 연0.37% 해당사항없음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 결제 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                                          (2010.4.1~2011.3.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4.0%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이전하는 적립금의 0.2% 또는 2,000원 중 작은 금액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중도 인출금액의 0.2% 또는 2,000원 중 작은 금액추가 비용 및 수수료
펀드 변경 시 위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 당사에서는 펀드변경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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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
경과기간 주피보험자나이 종피보험자나이 기본보험료누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시 보험금 別別別別투자  수익률  계약자 적립금자녀생활자금 자녀 교육자금/사망보험금(주석참조) 0.0% 4.0% 8.0%0.0% 4.0% 8.0%3개월 34세 0세 45 500 29 29 29 37 38 386개월 34세 0세 90 500 31 31 31 75 76 779개월 34세 0세 135 500 34 34 34 113 115 1171년 35세 1세 180 500 36 36 36 151 154 1572년 36세 2세 360 500 47 48 48 301 313 3263년 37세 3세 540 500 58 60 62 450 478 5074년 38세 4세 720 500 70 73 77 598 648 7015년 39세 5세 900 500 82 87 93 744 823 9096년 40세 6세 1,080 500 94 102 111 889 1,003 1,1307년 41세 7세 1,260 500 107 118 131 1,032 1,188 1,3678년 42세 8세 1,440 500 121 136 153 1,174 1,378 1,6209년 43세 9세 1,620 500 135 155 179 1,314 1,573 1,89010년 44세 10세 1,800 500 151 176 208 1,452 1,774 2,17811년 45세 11세 1,980 500 168 200 242 1,596 1,989 2,49412년 46세 12세 2,160 500 188 228 281 1,738 2,209 2,83113년 47세 13세 2,340 500 209 258 326 1,878 2,435 3,19114년 48세 14세 2,520 500 232 293 378 2,017 2,668 3,57515년 49세 15세 2,700 500 259 333 440 2,153 2,907 3,98616년 50세 16세 2,880 500 289 380 513 2,288 3,152 4,42417년 51세 17세 3,060 500 324 434 601 2,421 3,404 4,89218년 52세 18세 3,240 500 365 500 709 2,553 3,664 5,39119년 53세 19세 3,420 500 415 579 842 2,682 3,930 5,92520년 54세 20세 3,600 500 476 678 1,011 2,810 4,204 6,49525년 59세 25세 3,600 500 1,074 1,817 3,276 2,556 4,732 8,92330년 64세 30세 3,600 0 3,600 6,367 13,335 2,337 5,367 12,33535년 69세 35세 3,600 0 3,600 7,125 18,124 2,151 6,125 17,12440년 74세 40세 3,600 0 3,600 8,000 24,804 1,972 7,000 23,80445년 79세 45세 3,600 0 3,600 9,008 34,118 1,797 8,008 33,118

(단위:만원,만원 미만 절사)
아래 예시된 사망보험금은 가입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Fund선택 및 투입비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종(어린이보장형), 가입금액 : 1,000만원, 기본보험료 : 15만원, 납입주기 : 월납, 예시납입기간 : 20년납주피보험자 : 34세(남자), 종피보험자 : 0세(남자), 자녀독립나이 : 27세, 피보험자 교체여부 : 교체함

사망보험금 예시E.

이 보험계약의 위험보험료 산출시에 사용된 예정이율은 연복리 3.75%이며, 기타 특약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동일한 투입보험료와 투자수익률이더라도 Fund유형에 따라 운용수수료 차이(채권형/아시아주식형 연 0.5%, 가치주식형/성장주식형 연 0.8%, 미국주식형 연 0.45%, 글로벌주식형/유럽주식형 연 0.6%, 인덱스주식형 연 0.7%, 글로벌채권형 연 0.4%, 브릭스주식형 연 0.6%)로 인하여 계약자 적립금은 차이가 있으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매일 변동됩니다.주계약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지급): 주계약 기납입보험료(가입금액 감액 비율 만큼 차감, 중도인출액 만큼차감, 특약보험료 미납입시 특약보험료 공제액 제외)Fund 유형 및 투입비율의 변경: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동일 보험년도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계약자 적립금이 0 원이 될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자녀 교육자금 또는 사망보험금'은 자녀 독립나이 이전에는 매년 지급되는 자녀 교육자금을 의미하며 자녀독립나이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자녀 교육자금은 투자수익률별로 변동될 수 있으며, 자녀 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지급됩니다.최초 자녀 교육자금 지급 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으로 할 경우에는, 자녀 교육자금은 기납입보험료에서 자녀 생활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자녀 교육자금은 현재(                    ) 당사의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인         를 적용하여 예시된 금액으로 이 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 변동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시이율은 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하 2.0%, 10년 초과 1.0%로 최저보증합니다. 4.5%201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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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
경과기간 주피보험자나이 종피보험자나이 기본보험료누계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투자수익률0.0%가정(순수익률 -1.0%) 투자수익률4.0%가정(순수익률 3.0%) 투자수익률8.0%가정(순수익률 7.0%)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3개월 34세 0세 45 37 8 17.78 8 17.78 8 17.786개월 34세 0세 90 75 22 24.44 22 24.44 23 25.569개월 34세 0세 135 113 55 40.74 57 42.22 58 42.961년 35세 1세 180 151 95 52.78 98 54.44 101 56.112년 36세 2세 360 304 254 70.56 267 74.17 279 77.503년 37세 3세 540 457 413 76.48 441 81.67 470 87.044년 38세 4세 720 611 570 79.17 620 86.11 673 93.475년 39세 5세 900 764 725 80.56 804 89.33 890 98.896년 40세 6세 1,080 917 880 81.48 993 91.94 1,121 103.807년 41세 7세 1,260 1,071 1,032 81.90 1,188 94.29 1,367 108.498년 42세 8세 1,440 1,224 1,174 81.53 1,378 95.69 1,620 112.509년 43세 9세 1,620 1,377 1,314 81.11 1,573 97.10 1,890 116.6710년 44세 10세 1,800 1,529 1,452 80.67 1,774 98.56 2,178 121.0011년 45세 11세 1,980 1,689 1,596 80.61 1,989 100.45 2,494 125.9612년 46세 12세 2,160 1,849 1,738 80.46 2,209 102.27 2,831 131.0613년 47세 13세 2,340 2,008 1,878 80.26 2,435 104.06 3,191 136.3714년 48세 14세 2,520 2,167 2,017 80.04 2,668 105.87 3,575 141.8715년 49세 15세 2,700 2,326 2,153 79.74 2,907 107.67 3,986 147.6316년 50세 16세 2,880 2,484 2,288 79.44 3,152 109.44 4,424 153.6117년 51세 17세 3,060 2,642 2,421 79.12 3,404 111.24 4,892 159.8718년 52세 18세 3,240 2,799 2,553 78.80 3,664 113.09 5,391 166.3919년 53세 19세 3,420 2,956 2,682 78.42 3,930 114.91 5,925 173.2520년 54세 20세 3,600 3,112 2,810 78.06 4,204 116.78 6,495 180.4225년 59세 25세 3,600 2,999 2,556 71.00 4,732 131.44 8,923 247.8630년 64세 30세 3,600 2,908 2,337 64.92 5,367 149.08 12,335 342.6435년 69세 35세 3,600 2,841 2,151 59.75 6,125 170.14 17,124 475.6740년 74세 40세 3,600 2,772 1,972 54.78 7,000 194.44 23,804 661.2245년 79세 45세 3,600 2,700 1,797 49.92 8,008 222.44 33,118 919.94

(단위:만원,만원 미만 절사)아래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가입 당시 선택한 Fund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자의 Fund 선택 및 변경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1종(어린이보장형), 가입금액 : 1,000만원, 기본보험료 : 15만원, 납입주기 : 월납, 예시납입기간 : 20년납주피보험자 : 34세(남자), 종피보험자 : 0세(남자), 자녀독립나이 : 27세, 피보험자 교체여부 : 교체함
해지환급금 예시표F.

상기 예시된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은 변액보험 공통 상품공시에 따른 것으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동일한 투입보험료와 투자수익률이더라도 Fund유형에 따라 운용수수료 차이(채권형/아시아주식형 연 0.5%, 가치주식형/성장주식형 연 0.8%, 미국주식형 연 0.45%, 글로벌주식형/유럽주식형 연 0.6%, 인덱스주식형 연 0.7%,글로벌채권형 연 0.4%, 브릭스주식형 연 0.6%)로 인하여 계약자 적립금은 차이가 있으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매일 변동됩니다.자녀 독립나이 이후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시에는(7년 이상 유지 시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으로 전환 가능, 10년이상 유지 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 가능)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은 종료되고, 이후에는 일반계정에 운용되므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특별계정투입금액은 납입하신 주보험의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주보험 보험료에서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수익률로 적립됩니다.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악화되어 사망 시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의 보증을 위해 추가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상기 해지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특별계정투입금액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투입금액에 대하여 투자수익률로 적립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이러한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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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 주계약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안내●주계약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약관 제4조 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확정 지급됩니다.●계약자 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며 매일 변동(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포함하며,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액 만큼 적립금이 감소됨)●계약자 적립금이 0원이 될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기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중도 인출한 경우 기납입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 중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포함) 비율만큼 감소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 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며, 보험가입금액 감액 시 감액비율만큼 감액됩니다.[채권형] [가치주식형] [성장주식형] [미국주식형] [글로벌주식형]
■ 국공채, 우량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80% 이상) ■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우량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70% 이상) ■ 성장이 기대되는 우량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70% 이상) ■ 달러표시 상장지수펀드(ETF), 달려표시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70% 이상) ■ 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60% 이상)■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 등(20% 이내) ■ 국공채, 우량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수익증권 등(30% 이내) ■ 국공채, 우량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수익증권 등(30% 이내) ■ 달러표시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수익증권 등(30% 이내) ■ 국내 국공채, 우량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수익증권 등(40% 이내)[인덱스주식형] [아시아주식형] [유럽주식형] [글로벌채권형] [브릭스주식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종목(KOSPI 200인덱스투자성과 추종), 주식관련파생상품 등(60% 이상) ■ 아시아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60% 이상) ■ 유럽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60% 이상) ■ 해외 각국의 채권에 주로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60% 이상)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60%이상)■ 국내 국공채,우량회사채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수익증권(40% 이내) ■ 국내 국공채,우량회사채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수익증권(40% 이내) ■ 국내 국공채,우량회사채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수익증권(40% 이내) ■ 국내 국공채,우량회사채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수익증권(40% 이내) ■ 국내 국공채,우량회사채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수익증권(40% 이내)

▶Funds의 유형 및 수

●펀드유형 및 투입비율의 변경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동일 보험년도 중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 이내80% 이상 30% 이내70% 이상 30% 이내70% 이상 30% 이내70% 이상 40% 이내60% 이상
40% 이내60% 이상 40% 이내60% 이상 40% 이내60% 이상 40% 이내60% 이상 40% 이내60% 이상

G.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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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부가 Service제도 안내
 ▶ 보험료 납입유예제도●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60회납입)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유예(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36개월)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유예한 기간만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은 연장됩니다. ▶ 선지급서비스특약●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인이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주계약 사망보험금과 정기/재해사망특약의 사망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3억원(다만, 1,000만원까지는 사망보험금의 100%이내)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변경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남은 생존기간에 대한 진단일 기준)한 후에는 불가합니다.▶ 사망위로서비스제도●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사망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지정된 계약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재해관련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월수입보장금, 계약자 적립금 등은 제외)의 50%(최고 3,000만원)까지 접수 후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Service●계약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지환급금의 50%까지 인출 가능하며, 동일 보험년도 중 12회까지, 매월 2회 이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수수료인출금액의 0.2% 또는 2,000원 중 작은 금액)● 10년 이내에는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중도인출 후 잔액한도: 월대체공제액의 2배●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금 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자녀독립나이 이후 일반보험으로의 전환●일반보험으로의 전환 시에는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은 종료되고, 이후에는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7년 이상 유지 시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유지 시 무배당 연금전환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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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사항 확인●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 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또는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의 중요성●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안내●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방법●보험료는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은행자동납입제도 및 즉시이체출금 등을 이용하여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3대 기본 지키기●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과 약관의 주요 내용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보험계약자가 의무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을 연체하거나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있습니다 ▶ 배당과 무배당 상품의 차이점●생명보험은 장기계약으로 보험료 산출 시 안정적인 예정률(이율, 위험율,사업비율)을 사용하고 실제 운영결과의 차이에 따른 금액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배당상품은 이러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세제 혜택●이 보험상품의 주계약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모두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고객센터 주소 :    135-75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19-1번지 나래빌딩 8층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9600                    (고객은 시내요금 부담. 다만, 휴대폰은 전액 부담)F  A  X :    02)2190-9501~2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토ㆍ일요일은 휴무)  ※만일 보험금지급등에 대해 저희 회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주소 :     150-600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27번지금융소비자상담 전화 :    02)3786-8534 ~ 40생명보험협회 주소 :    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6층소비자보호실 전화 :     02)2262-6565 ▶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보험계약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metlife.co.kr                                           (당사 홈페이지)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주계약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3.75% 입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참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계약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www.metlife.co.kr 



고객님께서 주신 소중한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 0 1 2 년 0 1 월 2 8 일C 기준일 : C 담당 : G F S R   이 미 선

11/11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

�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IV보험

              위 본인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 종류 :계약일자:                  가입금액:               천원) 상호통지 주소를 대한민국내                                                                                                                               로 할 것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보험료 미납시 계약자에게 통보되는 해지예고 통보 주소지를 상기 대한민국 주소<상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에 통보된 국내주소>로 사용할 것이며, 만일 대한민국이 아닌 장소로 이동될 경우에는 이동된 주소가 아니라, 상기 대한민국 주소(변경 시 당사 통보된 최종 국내주소)로 해지예고 통보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계약자주소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명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 귀중

국내 계약자주소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