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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꿈을 지켜주는

리치플래너컨설팅(보험대리점)이 제안하는

(100세보증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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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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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지급개시

나이

종피보험자
납입주기 보험료(원)

(확장 보험대상자)

길동엄마님길동엄마님길동엄마님길동엄마님 길동엄마 님길동엄마 님길동엄마 님길동엄마 님
60세60세60세60세 일시납일시납일시납일시납 100,000,000100,000,000100,000,000100,000,000

(55세,여) (55세,여)

구  분 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원)

주계약주계약주계약주계약 1,000 종신 일시납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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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 2010년 12월 4.7% 기준  단위:만원)

연금형태연금형태연금형태연금형태 현재 공시이율 4.70% 가정현재 공시이율 4.70% 가정현재 공시이율 4.70% 가정현재 공시이율 4.70% 가정 최저 보증이율 가정최저 보증이율 가정최저 보증이율 가정최저 보증이율 가정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예상액(단,보장계약의 책임준비금 제외)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예상액(단,보장계약의 책임준비금 제외)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예상액(단,보장계약의 책임준비금 제외)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예상액(단,보장계약의 책임준비금 제외) 11,70711,70711,70711,707 10,52510,52510,52510,525

상속연금형(종신형) 사망시 일시금 수령예상액상속연금형(종신형) 사망시 일시금 수령예상액상속연금형(종신형) 사망시 일시금 수령예상액상속연금형(종신형) 사망시 일시금 수령예상액 12,38812,38812,38812,388 11,25611,25611,25611,256

종신연금종신연금종신연금종신연금

정액형(12년 보증)정액형(12년 보증)정액형(12년 보증)정액형(12년 보증) 56565656 37373737

정액형(20년 보증)정액형(20년 보증)정액형(20년 보증)정액형(20년 보증) 56565656 37373737

정액형(30년 보증)정액형(30년 보증)정액형(30년 보증)정액형(30년 보증) 55555555 36363636

정액형(100세 보증)정액형(100세 보증)정액형(100세 보증)정액형(100세 보증) 52525252 33333333

집중보장형(12년 보증)집중보장형(12년 보증)집중보장형(12년 보증)집중보장형(12년 보증) 73737373 51515151

집중보장형(20년 보증)집중보장형(20년 보증)집중보장형(20년 보증)집중보장형(20년 보증) 63636363 44444444

집중보장형(30년 보증)집중보장형(30년 보증)집중보장형(30년 보증)집중보장형(30년 보증) 57575757 38383838

상속연금상속연금상속연금상속연금

종신형종신형종신형종신형 44444444 21212121

10년형10년형10년형10년형 55555555 25252525

15년형15년형15년형15년형 50505050 23232323

20년형20년형20년형20년형 48484848 23232323

30년형30년형30년형30년형 46464646 22222222

확정연금확정연금확정연금확정연금

10년형10년형10년형10년형 120120120120 98989898

15년형15년형15년형15년형 89898989 69696969

20년형20년형20년형20년형 73737373 55555555

30년형30년형30년형30년형 59595959 40404040

※ 상기 예시금액은 2010년12월 현재 공시이율 4.7% 기준이며 공시이율 변동시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변경됩니다.
※ 납입하신 주계약보험료는 전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연금계약순보험료)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예상액은 보장계약의 책임준비금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집중보장형(12/20/30년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12/20/30년) 이후 부터는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에는

    상기 연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종신연금형(정액형, 집중보장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2/20/30년/100세) 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매년 또는 매월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연금지급 개시후 해지불가)
※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된 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확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매년 또는 매월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공시이율은 매년「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3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미만 경과시에는 연복리 2.5%, 10년이상 경과시에는 연복리 2.0%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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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 10,000,000

※ 상기 보장금액에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2년, 20년, 30년, 100세) 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매년 또는 매월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매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일로부터 만 1개월(거치연금형의 경우 거치기간 경과 후 즉시 지급)이 되는 날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책임준비금」이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거치연금형의 경우는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하며, 즉시연금형의 경우는 가입시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 안내사항

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안내사항 ※ 상기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금액(단위:원)



이 가입설계서는 7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7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7페이지로이 가입설계서는 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가입설계번호 : 가입설계번호 : 가입설계번호 : 가입설계번호 : 
00958101101228009581011012280095810110122800958101101228

100233100233100233100233
페이지 : 페이지 : 페이지 : 페이지 : 5 / 75 / 75 / 7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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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계약사항참조, 단위:원)

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경과기간 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

현재 공시이율 4.7% 가정현재 공시이율 4.7% 가정현재 공시이율 4.7% 가정현재 공시이율 4.7% 가정 최저 보증이율 가정최저 보증이율 가정최저 보증이율 가정최저 보증이율 가정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환급률(%)환급률(%)환급률(%)환급률(%) 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환급률(%)환급률(%)환급률(%)환급률(%)

3개월 100,000,000 94,765,083 94.8 94,250,431 94.3

6개월 100,000,000 95,829,815 95.8 94,800,676 94.8

9개월 100,000,000 96,894,194 96.9 95,350,733 95.4

1년 100,000,000 97,958,220 98.0 95,900,602 95.9

2년 100,000,000 102,414,604 102.4 98,153,860 98.2

3년 100,000,000 107,078,498 107.1 100,461,059 100.5

4년 100,000,000 111,959,689 112.0 102,823,520 102.8

5년 100,000,000 117,078,532 117.1 105,252,701 105.3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현재(2010년12월)의 공시이율(4.7%)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 변동시에는 상기 예시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 3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미만 경과시에는 연 2.5%,

     10년이상 경과시에는 연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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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여자 55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100,0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여자 55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100,0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여자 55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100,0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여자 55세, 60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100,000,000원

1. 보험관계 비용1. 보험관계 비용1. 보험관계 비용1. 보험관계 비용

구분구분구분구분 목적목적목적목적 시기시기시기시기 비용비용비용비용

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계약체결시 기본보험료의5.00%(5,000,000원)

초월도 : 기본보험료의1.30%(1,300,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2차월도 이후 : 기본보험료의0.01%(10,000원)

위험보험료 계약체결시 기본보험료의 0.11690% (116,900원)

※ 상기 보험관계비용은 주계약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 위험보험료 : 계약체결시 기본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 2차월도 이후의 계약관리비용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수수료 안내표

2.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2.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2.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2.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

구분구분구분구분 목적목적목적목적 시기시기시기시기 비용비용비용비용

연금수령기간 연금수령기간 연금수령기간 연금수령기간 
중 중 중 중 비용비용비용비용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해지공제해지공제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없음

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ㆍ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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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2.2.2.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3.3.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4.4.4. 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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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5.5.5.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주계약 보장계약 연복리 4.0％입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은 이 계약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6.6.6. 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7.7.7.7. 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8.8.8. 세제혜택세제혜택세제혜택세제혜택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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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10.10.10.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상품내용을 설명하여 드리고,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홈페이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kyobo.co.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  

                                교보콜센터교보콜센터교보콜센터교보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지역번호 없이) 1588-1001 1588-1001 1588-1001 1588-1001

        전국 고객 PLAZA        전국 고객 PLAZA        전국 고객 PLAZA        전국 고객 PLAZA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콜센터 및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콜센터 및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콜센터 및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콜센터 및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

(www.kyobo.co.kr) 또는 콜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www.kyobo.co.kr) 또는 콜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www.kyobo.co.kr) 또는 콜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www.kyobo.co.kr) 또는 콜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www.fss.or.kr)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www.fss.or.kr)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www.fss.or.kr)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www.fss.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600,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600,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600,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600, www.klia.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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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지원팀(2009.04)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