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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가입설계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
서와 변액 상품운용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
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 없으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
에게 귀속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계약 또는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구 분 수 령 금 액 세 부 내 용

펀 드 환매시점 투자수익률에 따라 지급

(일반)변액연금 연금개시시점에 투자수익률이 악화되어 적립금이 원금에 못 미칠 경우에도 원금 보장

무배당 The First

스텝플러스(Step+)

변액연금보험_v11

Step별 투자수익률 달성시 투자수익률이 악화될 경우에도 이미 달성된 투자
수익률은 최저보증해 드리는 동부생명의 신개념 보증옵션입니다.
※

※

보증이란?

다만, 적립형의 경우 납입완료일의 다음날부터 연금개시나이 3년전 계약해당일까지, 거치형의 경우
가입후 3년 경과후부터 연금개시나이 3년전 계약해당일까지 달성된 “Step별 목표기준금액”을 달성시
그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을 보증
Step-up 보증에 의해 초과성과금액 발생시 초과성과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은 채권형으로
의무이전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

주가 오르면 나의 자산도 떨어지면 최저 보증!!

1.
※

2.
종신연금형 : 지급보증기간 10, 15, 20, 

3.

총납입보험료는 납입기간 이후의 추가납입보험료 제외
※ 관련보증비용 ·

·

신개념 보증옵션으로
연금자산의 안정성 추구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지급방식 선택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 운용 가능

(총납입보험료의100 ~ 500%)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GMAB)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65%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GMDB)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30년, 90세, 100세
확정연금형 : 확정기간 5년 ~ 50년 (5년단위로 선택가능)
LTC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LTC발생시 생존연금의 100%
추가지급(연기준10회한)

연금지급 개시시점에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한도의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
여유자금 발생시 추가납입 및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활용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계약자적립금 보장

■

■

※ 본 가입설계서 “주요사항 안내” 참고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2/17



연금상품은 가입할 때보다,

수령할 때가 더중요합니다.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공시이율

운용으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

(실적연금형 제외)

■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

※ 상기 이율은 과거 공시이율의 평균이며, 미래의 공시이율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도해는 종신연금형 선택시의 예시입니다.

구 분 공시이율(4.8%)적용시 공시이율(2.0%)적용시 차액

0% 9,635 6,533 3,102

4% 15,895 10,777 5,118

8% 48,727 33,039 15,688

※ 상기 금액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종신연금형(100세 보증)의 정액형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공시이율 2.0%는 연금개시 이후 최저보증이율입니다.
※ 상기 금액은 6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수령을 하였을 때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당사 3년간 공시이율 평균 : 5.0% (2009년 ~ 2011년 평균)

공시이율별 연금 총수령액 비교(연금지급개시나이 : [단위:만원]65세)

고액계약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할인기준 월납보험료

※ 할인액은 “월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할인율”로 계산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는 할인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월납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할인율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0.5%

1.0%

1.5%

2.0%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연금지급개시 시점(65세) 해지환급금 기준 이자소득세 현황

납입보험료

4,800

※ 해지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세율은 매년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간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투자수익률 0% 가정
(순수익률 -1.7%)

투자수익률 4% 가정
(순수익률 2.3%)

투자수익률 8% 가정
(순수익률 6.3%)

해지환급금 이자소득세 해지환급금 이자소득세 해지환급금 이자소득세

2,682 - 7,918 480 24,274 2,999

[단위 : 만원]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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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예시

무배당 The First 스텝플러스(Step+) 변액연금보험_v11

■ 2012년 01월 현재 공시이율 4.8% 적용시

연령
정액형

종신연금(100세 보증)

10% 체증형 10년 20년 30년 50년

확정연금
상속연금

[개인형(단위:원)]

0%
2,695,154 1,361,768 5,844,811 3,595,191 2,897,388 2,419,642 2,187,536

4%
4,446,184 2,246,503 9,642,161 5,930,972 4,779,810 3,991,674 3,608,769

8%
13,629,945 6,886,741 29,558,408 18,181,619 14,652,688 12,236,627 11,062,817

65세

65세

65세

2,695,154 1,497,945 5,844,811 3,595,191 2,897,388 2,419,642 2,187,53666세

4,446,184 2,471,154 9,642,161 5,930,972 4,779,810 3,991,674 3,608,76966세

13,629,945 7,575,415 29,558,408 18,181,619 14,652,688 12,236,627 11,062,81766세

※ 상속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지급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투자수익률 0%기준 4,580만원, 4%기준 7,555만원, 8%기준 23,162만원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연령
정액형

종신연금(100세 보증)

10% 체증형 10년 20년 30년 50년

확정연금
상속연금

[개인형(단위:원)]

0%
1,849,838 890,151 5,212,831 2,863,645 2,090,719 1,490,112 936,494

4%
3,051,670 1,468,478 8,599,587 4,724,144 3,449,051 2,458,232 1,544,930

8%
9,355,010 4,501,676 26,362,359 14,482,041 10,573,197 7,535,804 4,736,043

65세

65세

65세

1,849,838 979,166 5,212,831 2,863,645 2,090,719 1,490,112 936,49466세

3,051,670 1,615,326 8,599,587 4,724,144 3,449,051 2,458,232 1,544,93066세

9,355,010 4,951,843 26,362,359 14,482,041 10,573,197 7,535,804 4,736,04366세

※ 상속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지급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투자수익률 0%기준 4,705만원, 4%기준 7,763만원, 8%기준 23,798만원입니다

■ LTC연금형

연령 현재 공시이율 적용시(100세 보증) 최저보증이율 적용시(100세 보증)

[개인형(단위:원)]

0%
생존연금

65세 2,577,995 1,754,879

LTC연금 지급사유 발생시 생존연금의 100% 지급(연기준 최대 10회 한도)

4%
생존연금

65세 4,252,908 2,895,017

LTC연금 지급사유 발생시 생존연금의 100% 지급(연기준 최대 10회 한도)

8%
생존연금

65세 13,037,451 8,874,785

LTC연금 지급사유 발생시 생존연금의 100% 지급(연기준 최대 10회 한도)

66세 2,577,995 1,754,879

66세 4,252,908 2,895,017

66세 13,037,451 8,874,785

※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연액에 대한 예시금액으로 연금을 매월,3개월,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의 연금액은 상기 예시금액과 다릅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다만, 실적연금은 투자수익률에 연동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2.0%입니다. (다만, 실적연금은 최저보증하지 않습니다.)
※ 체증형의 연금액은 10차년도까지 년단위로 선택하신 체증율(50%,10%)로 체증하며,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와 동일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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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구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생존연금 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 또는 확정연금 및 실적연금 지급기간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지급사유

종

신

연

금

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정액형, 체증형(5%,10%) 중 선택]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정액형, 체증형(5%,10%) 중 선택]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당해년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70%, 100%
중 선택]지급                                              

개인형

부

부

형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확장 보험대상자)

■ 종신연금형

연금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LTC

미발생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생존연금

생존연금

■

연금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LTC

발생시

LTC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기요양
상태”로 진단확정 되고,“장기요양상태”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LTC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의 100%
(다만,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한도로 하여 지급)
LTC연금

※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개인형/부부형) 또는 LTC연금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 가능하며, 계약 후 종신(개인/부부)/LTC/확정/상속/실적/혼합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LTC연금형으로의 변경은 연금개시 10년전까지 가능하며, 변경전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LTC연금형으로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LTC연금형” 이외의 연금유형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실적연금형 선택시 연금개시일 이후에도 특별계정에서 운용됩니다.
※ 혼합연금형은 종신연금형(정액형), 확정연금형(정액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연금형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약관 참조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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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Silver자금 설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Silver 자금 신청시(10회 한)

■ Silver 자금

지 급 사 유

※ “Silver 자금 설정비율”은 0%~50% 한도 내에서 5%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 “Silver 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Silver자금 설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Silver 자금 지급일”까지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비를 차감

    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계약자는 “Silver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회에 한하여 일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Silver 자금”이 연금개시시점 “Silver 자금”의 10%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Silver 자금 지급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Silver 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Silver 자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최종 “Silver 자금 지급일”로 하며, 확정연금형에서 계약자가 “Silver 자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연금지급기간(5~50년[5년단위] 중 선택)이 끝나는 

    경우에는 최종 연금지급일을 최종 “Silver 자금 지급일”로 합니다.

※ “Silver 자금 설정비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서 ‘Silver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지 급 금 액

연금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종

신

연

금

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정액형, 체증형(5%,10%) 중 선택]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정액형, 체증형(5%,10%) 중 선택]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당해년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70%, 100% 중 

선택]지급

개인형

부

부

형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5~50년(5년단위)) 중 선택)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지급 [정액형, 체증형(5%,10%) 

중 선택]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으로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급)

실적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혼합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각각 50%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종신연금형(정액형), 확정연금형(정액형), 상속연금형) 중 2가지만 선택가능)

(주된 보험대상자)

(확장 보험대상자)

■ 연금형태

연 금 종 류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L

T

C

연

금

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LTC

미발생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
LTC

발생시

생존연금

생존연금

LTC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기

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되고,“장기요양상태” 진단확정일

을 최초로 하여 매년 LTC연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생존연금의 100%

(다만,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한도로 하여 지급)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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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월
나누어 지급시

매 3개월
나누어 지급시

매 6개월
나누어 지급시 매년 지급시

연간 지급회수 12 4 2 1

매회 지급한도 1.5% 5% 10% 20%

※

※

※

※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납입후 유지비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다만, 실적연금형은 제외)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적연금형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 이전에 매년 지급되는 연금
연액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Silver 자금 설정
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의 20%, 그 이후에 보험계약자가 연금연액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연금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리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의 연금연액의 결정은 연금수익자(연금을 받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실적연금형은 연금지급해당일에 특별계정적립금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결정한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특별계정적립금(계약유지비 제외)을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혼합연금형의 경우 복수선택 가능한 연금종류는 종신연금형(정액형), 확정연금형
(정액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및 LTC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확정연금형
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50년[5년단위] 중 선택) 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실적연금형의 경우 매회 지급하는 연금액의 지급한도(“매회 지급한도”)는 연금 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다음의 범위내에서 연금수익자(연금을 받는 자)
가 연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
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하여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아닌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며,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도 변동됩니다.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
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 적용(다만, 실적
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다만, 실적
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로 적립된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동됩니다.                                                              

체증형의 연금액은 10차년도까지 년단위로 체증하며 10차년도 이전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의 5% 또는 10%(중 선택)로 체증한 금액을 말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으로 지급합니다.(다만,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안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매년 연금
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약관 제5조(용어의 정의)
제9호 참조)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연금지급 개시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
금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택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50년[5년단위] 중 선택)
안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연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종신연금형 및 LTC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90세, 100세 중 선택)안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연
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LTC연금형의 경우 LTC발생시
LTC연금은 보증지급기간 없이 사망시 지급이 종료되며 10회를 최대 한도로 합니다.   

■ 용어의 설명

LTC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에서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칠 경우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계약의 내용 및 예정위험률의 조정에 따른 연금액
(생존연금 및 LTC연금)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및 보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이전까지
변경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합니다. 

LTC연금에 관한 사항(LTC연금형에 한하여 적용)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위험률 변경제도 

2. 다음의 (가) 및 (나)에서 정한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및 “중증(重症)
치매” 중 하나에 영구히 해당되는 경우(다만,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함)                     

( 가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이란 약관 별표3(장해분류표) 중 붙임[일상
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서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이 이동동작
40%에 해당하는 상태를 반드시 포함하여 6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나) “중증(重症)치매”란 임상치매척도(CDR,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3점 이상의 뚜렷한 치매, 심한 치매 및 극심한 치매(장해지급률 60% 이상)
를 말합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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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일시납

연금지급 개시나이
45세~85세

(부부형에서 주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48세~85세)

보험

기간

계약일로부터 생존연금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0세~(연금지급 개시나이-12)세

납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납~(연금지급개시나이-5)세납

납입주기 월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

●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구분 1종(적립형)

※ 종신연금형 및 LTC연금형에서 30년 보증지급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나이는 남자 77세, 여자 82세 이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시 연금수령방법 및 연금개시나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개인형/부부형) 또는 LTC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전까지 종신(개인/부부)/LTC/확정/상속/실적/혼합연금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다만, LTC연금형으로의 변경은 연금개시 10년전까지 가능하며, 변경전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LTC연금형으로의 변경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LTC연금형” 이외의 연금유형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연금개시나이는 납입완료 5년 이후부터 선택 가능하며, 연금개시 전에 연금개시나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 변경시에는 납입완료로부터 5년

       (다만, 3년납은 9년, 5년납은 7년) 미만의 연금개시나이 선택이 불가하고 납입완료일 후 연금개시나이 변경시에는 변경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연금개시나이 단축이 불가함)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서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5년(다만, 5년납은 7년)미만인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에서 5년(다만, 5년납은 7년)

   이 지난 후의 연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매1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1종(적립형)의 납입기간 중 10년납 미만은 변경불가, 10년납 이상의 경우에만 최저납입기간 10년을 한도로 연장/단축 가능합니다. 

종신연금형(개인형/부부형), LTC연금형 : 생존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생존연금 지급개시일부터 5~50년(5년단위)

상속연금형 : 생존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실적연금형 : 생존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혼합연금형

2종(거치형)

※

0세~(연금지급 개시나이-10)세

다만, 태아가입 불가

(무)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 : 0세~73세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최초계약 : 0세~60세], [갱신계약 : 0세~(100-X1)세]

X1 : 최종계약의 보험기간

●

●

일시납

(무)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 : 주계약의 납입기간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전기납

특약

(무)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 : 주계약의 납입기간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3년만기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운영하며 최종갱신계약 체결 시점에 100세

까지의 기간이 3년미만일 경우 100세까지의 남은 기간(1년만기, 2년만기)을 보험기간으로 함

●

●

●

●

※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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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한)

100 만원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지급사유

주계약 1종(적립형)

보장내용

급여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 상기 재해장해보험금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다만, 종신연금형의 부부형 선택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본인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상기 보장급여금은 주계약 및 각 특약의 보험기간 이내에만 보장 가능합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및 소멸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면제 

    → 주계약 : 납입면제 없음

         (다만, (무)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 부가계약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장해시 주계약 및 (무)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 납입면제 없음

▶ 계약소멸 

    → 주계약 및 특약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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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및 각종 서비스 안내 I

■

보험가입금액
■

최저납입보험료

■

예정이율 : 연복리 3.0% 

주계약 1종(적립형) :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다만, 납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함)

적립형(1구좌 : 월보험료 100만원 이하)

■

■

주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적립이율 : 투자수익률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택시 일반계정으로 전환된 계약자적립금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적립이율은

공시이율이고,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의 경우 2.5%, 10년 초과의 경우 2.0%임)

주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적립이율은 공시이율이고, 최저보증이율은 2.0%임

(다만, 실적연금형 선택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적립이율은 투자수익률 적용, 최저보증이율 없음)

※
※

2개 이상 펀드선택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
기본보험료 납입 단위는 "천원" 으로 함

계약의 구성

■ 주계약 + 부가가능특약(2)

※ (무)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은 적립형에만 부가 가능

※ (무)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적립형 기본보험료 50만원 이하, 20년납 이하 계약 가입시에만 부가 가능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은 기본보험료 20만원 이상 가입시에만 부가 가능

※ (무)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 및 (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은 중도가입 불가

주계약(1종 : 적립형, 2종 : 거치형)

- 무배당 New보험료납입면제특약

- 무배당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질병입원/질병통원/상해입원/상해통원/종합입원/종합통원]

개인계약

개인계약

개인계약

적용이율

        [주계약]            [특약]

■ 예정이율 : 연복리 4.0% 

■ 주계약 2종(거치형) : 일시납보험료

구분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 다만, 적립형의 경우 다음의 기본보험료 구간은 가입불가

    45만원 초과 ~ 50만원 미만, 88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 262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

    428만원 초과 ~ 500만원 미만

거치형 : 일시납보험료 500만원 이상

최저보험료

5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이상

납입최고(독촉)기간 ■ 연체 중 납입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부활기간 ■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

부활시 연체이자율
■ 예정이율 + 1%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 선택시 연체기간의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때에는 월 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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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및 각종 서비스 안내 II

선납에 관한 사항
■

자유설계 서비스에
관한 사항

■

기타 부가가능 특약

■

일반계정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

■

적립형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24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

계약자가 정한 기간 및 주기로 자유설계자금을 자동적으로 인출하는 서비스

무)동부연금전환특약Ⅲ에 관한 사항
-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배우자로 교체하여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 가능(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의 운용에 있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
으로 전환하여 운용(다만, 납입기간 완료 전에 전환할 경우, 남은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무)가족연금이전특약에 관한 사항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계약을 [사망이전] 또는 [생존이전] 할 수 있는 특약(다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연금지급이 개시된 것으로써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함)(종신연금형 및

   LTC연금형 계약은 가족연금이전특약 적용대상에서 제외)(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

■

주계약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수수료 : 매회 지급하는 자유설계자금의 0.2%(2,000원 한도)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

전환 신청시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전환(이하 '전환일'이라 한다)되며, 전환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최저보증이율은 10년이내 연복리 2.5%, 10년초과 연복리 2% 적용)
일반계정으로 전환시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또한 연금형태 중 실적연금형은 선택할 수 없음

(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계약
(나) 전환신청일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인 계약
(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고액계약 할인 : 적립형만 적용

고액계약 추가납입 우대서비스 : 적립형만 적용■

주계약 월납보험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할인액은 “월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할인율”로 계산
※ 추가납입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는 할인하지 않음
※ 보험기간 중 주계약 월납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할인율

0.5%

1.0%

1.5%

2.0%

구분

대상계약

적용방법

※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실손의료비특약 할인: 갱신 직전 보험기간(3년)동안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계약 영업
보험료의 10%를 할인

■

적립형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계약

가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0.5%를 적립액에 가산

세부내용

고정추가납입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형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 계약 대상, 계약일로부터 3년후부터 매월 일정금액 추가납입 가능

일반계정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당시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및 예정사업비율 적용■

일반계정으로 전환 후에는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미차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미적용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단 "일반계정 전환옵션에 관한 사항" 및 약관 참조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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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계약정보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납입방법 납입주기

진단구분 무진단

ㅂㅁㅇ

ㅂㅁㅇ

리얼타임이체 월납
28세

여자

한 장으로 체크하는종합계약내용입니다.

■

계  약

가입현황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보험료

(무) The First 스텝플러스(Step+)
 변액연금보험_v11(적립형,종신개인형)

2,400만원 종신 20년납 200,000원

200,000원

0원

200,000원

합계보험료

고액계약할인 보험료

실납입보험료■

펀드명
저평가주식
안정혼합형

주식성장형

비율 0%

채권형 인덱스혼합형
Active

성장혼합형
계

0% 100%

100%

0% 0%

펀드명

비율

브릭스혼합형

0%

차이나혼합형

0%

선진국블루칩혼합형

0%

글로벌Active
자산배분혼합형

0%

글로벌채권형

0%

 펀드 편입비율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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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내일을 위한 

당신의 Happy Number는?

28세부터 20만원씩 매달 20년간 납입하시면 65세부터 투자수익률에 따라

0%시 22만원 / 4%시 37만원 / 8%시 116만원씩 매월 평생 받는게 가능합니다.

삶의 공식

28 20 65

22 만원 투자수익률

37 만원 투자수익률

116 만원 투자수익률

0%시

4%시

8%시

                                        투자수익률
구분 0% 4%

예상환급률 55.9% 165%

납입보험료대비 연금수령比 약2.0배 약3.3배

연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8%
505.7%

약10.1배

2049년

2012년

연금 총 수령액 0%시 9,635만원 4%시 15,895만원 8%시 48,727만원

※"연금 총 수령액" 6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수령을 하였을 때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총 납입 보험료

· 5년 전 가입

· 현재

· 5년 후 가입

투자수익률 0%시 월 22만원 / 4%시 월 37만원 / 8%시 월 116만원

투자수익률 0%시 월 22만원 / 4%시 월 33만원 / 8%시 월 84만원

투자수익률 0%시 월 22만원 / 4%시 월 42만원 / 8%시 월 160만원

0%시 ㅡ

4%

8%

시

시

5

44

만원

만원

  +

  +

0%시 ㅡ

4%

8%

시  -

시  -

4

32

만원

만원

4,800만원

● Happy Number에 예시된 금액은 투자수익률
● 순수익률이란 투자수익률에서 운용·수탁보수,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비용이 차감된 수익률을 말합니다.
● Happy Number에 예시된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Happy Number에 예시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0%(순수익률-1.7%), 4%(순수익률2.3%), 8%(순수익률6.3%)를 가정하였습니다.

● 상기의 모든 예시금액은 종신연금형의 정액형, 개인형 기준으로만 표시하였습니다. Q1의 월납보험료는 천원단위 설계시 표현상
절사하여 표시하였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가입당시 공시이율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값입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연금지급액도 변동됩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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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안내 10개 펀드 중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며, 연간 12회 펀드 변경이 가능

※ GMDB(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5%

※ 펀드의 복수 선택시 펀드별 편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간접투자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인 보험기간 중에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GMAB(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65%
※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한도는 운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계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옵션
자산운용 옵션
■펀드변경

·

·

·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속 
납입되는 기본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 변경시 채권형의 적립금은 "Step-up보증"에 의한
"초과성과금액 합계액"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회사는 펀드별 편입비율 및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 변경을 요청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이내를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펀드 변경시 계약자적립금의 0.1%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 (당사는 현재 수수료 미부과)

※ 주식성장펀드 선택시의 예시도해 입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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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간

나이
납입보험료

(A)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액

투자수익률 0% 가정
(순수익률 -1.7%)

투자수익률 4% 가정
(순수익률 2.3%)

투자수익률 8% 가정
(순수익률 6.3%)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해지환급금(B) 환급률(B/A)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예시

3개월 28세 600,000원 523,437원 0.0% 0원 0.0%

6개월 28세 1,200,000원 1,046,874원 0.0% 0원 0.0%

9개월 28세 1,800,000원 1,570,311원 24.7% 469,586원 26.1%

1년 29세 2,400,000원 2,093,748원 41.8% 1,048,600원 43.7%

2년 30세 4,800,000원 4,187,496원 67.1% 3,394,171원 70.7%

3년 31세 7,200,000원 6,281,244원 75.1% 5,787,754원 80.4%

4년 32세 9,600,000원 8,374,992원 78.7% 8,230,414원 85.7%

5년 33세 12,000,000원 10,468,740원 80.6% 10,723,237원 89.4%

6년 34세 14,400,000원 12,562,488원 81.6% 13,267,335원 92.1%

7년 35세 16,800,000원 14,656,236원 82.2% 15,863,843원 94.4%

8년 36세 19,200,000원 16,749,984원 81.5% 18,335,353원 95.5%

9년 37세 21,600,000원 18,843,732원 80.8% 20,861,621원 96.6%

10년 38세 24,000,000원 20,937,480원 80.1% 23,443,862원 97.7%

11년 39세 26,400,000원 23,175,468원 80.0% 26,229,366원 99.4%

12년 40세 28,800,000원 25,413,456원 79.8% 29,076,586원 101.0%

13년 41세 31,200,000원 27,651,444원 79.5% 31,986,889원 102.5%

14년 42세 33,600,000원 29,889,432원 79.1% 34,961,673원 104.1%

15년 43세 36,000,000원 32,127,420원 78.7% 38,002,367원 105.6%

16년 44세 38,400,000원 34,365,408원 78.3% 41,110,431원 107.1%

17년 45세 40,800,000원 36,603,396원 77.9% 44,287,358원 108.5%

18년 46세 43,200,000원 38,841,384원 77.4% 47,534,673원 110.0%

19년 47세 45,600,000원 41,079,372원 77.0% 50,853,936원 111.5%

20년 48세 48,000,000원 43,317,360원 76.5% 54,246,740원 113.0%

25년 53세 48,000,000원 43,137,264원 69.8% 60,337,872원 125.7%

30년 58세 48,000,000원 42,957,144원 63.6% 67,469,154원 140.6%

35년 63세 48,000,000원 42,776,916원 58.0% 75,640,165원 157.6%

37년 65세 48,000,000원 42,704,796원 55.9% 79,185,409원 165.0%

0원 0.0%

0원 0.0%

494,833원 27.5%

1,092,660원 45.5%

3,568,347원 74.3%

6,185,236원 85.9%

8,952,009원 93.3%

11,877,878원 99.0%

14,972,623원 104.0%

18,246,624원 108.6%

21,532,330원 112.1%

25,020,007원 115.8%

28,722,072원 119.7%

32,800,787원 124.2%

37,130,220원 128.9%

41,725,783원 133.7%

46,603,834원 138.7%

51,781,739원 143.8%

57,277,928원 149.2%

63,111,967원 154.7%

69,304,623원 160.4%

75,877,941원 166.4%

82,855,319원 172.6%

113,023,050원 235.5%

155,084,820원 323.1%

213,494,291원 444.8%

242,745,866원 505.7%

0원

0원

443,878원

1,004,020원

3,222,430원

5,405,842원

7,554,856원

9,670,061원

11,752,039원

13,801,358원

15,640,009원

17,447,113원

19,223,212원

21,111,816원

22,968,017원

24,792,369원

26,585,421원

28,347,707원

30,079,758원

31,782,090원

33,455,215원

35,099,632원

36,715,836원

33,499,809원

30,550,349원

27,845,277원

26,827,084원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특별계정 투입금액) ? 운용되고,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비용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이러한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금액은 Step-up보증에 따라 초과성과금액이 발생된 경우 해당 적립금을 채권형으로 의무이전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15/17



무배당 The First 스텝플러스(Step+) 변액연금보험_v11

  기본 비용 및 수수료(1종 : 적립형) [기준 : 여자 28세, 65세 연금개시, 20년납, 기본보험료 월 200,000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수수료 안내

보험관계비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이내 : 기본보험료의 6.01%(12,020원)

(다만, 납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납입기간내)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5% ~ 0.0025%

                       (1원 ~ 5원)

특별계정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수탁보수 매일

아래 도표 참조※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매월(연금개시전) 적립금의 0.054% (연 0.65%)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매월 적립금의 0.004% (연 0.05%)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6.75%(13,500원)

납입기간이후 : 기본보험료의 1.5%(3,000원)

주) 1. 위험보험료 : 연금개시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음.

2.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증권의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2010.4.1~2011.3.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3. 기초펀드 보수·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회계연도(2010.4.1~2011.3.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특별계정운용비용※ [각 펀드의 적립금에서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펀드종류
특별계정 운용 수탁보수

(매일 차감)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차감)

채권형 0.001096% (연 0.40%) - -

저평가주식안정혼합형 0.001507% (연 0.55%) 연 0.19% -

인덱스혼합형 0.001507% (연 0.55%) 연 0.01% -

주식성장형 0.001507% (연 0.55%) 연 0.48% -

브릭스혼합형 0.001918% (연 0.70%) - 0.001233% (연 0.45%)

글로벌Active자산배분혼합형 0.001918% (연 0.70%) - 0.001918% (연 0.70%)

선진국블루칩혼합형 0.001918% (연 0.70%) - 0.001096% (연 0.40%)

글로벌채권형 0.001096% (연 0.40%) - 0.001342% (연 0.49%)

Active성장혼합형 0.001507% (연 0.55%) 연 0.60% -

차이나혼합형 0.001644% (연 0.60%) - 0.000795% (연 0.29%)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4년 7년2년 3년 5년 6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만원) 107 89 71 54 36 18 0 0

해지공제비율(%) 45 19 10 6 3 1 0 0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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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ver 자금 관계 비용 계약유지?관리비용
연금개시시부터 최종 Silver 자금

수령시까지 매월
연금개시시점 Silver 자금의 0.042%

※ 본 가입설계서는 동일한 고유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고유번호 : ASUN3258141512012 Page : 16/17



■변액보험이란

■

·

·

·

·

·

■

·

·

·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의 70% 범위 이내에서 적립금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 

가입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인출 가능(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

인출수수료 : MAX[인출금액의 0.2%, 2,000원] 

인출제한금액 : 인출후 최저수준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거치형 계약은 일시납보험료의 20%이상, 적립형 계약은 구좌당 300만원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5년 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가능합니다. 

1종(적립형)의 경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경과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 및 자유설계자금)의 합계액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이 지날때 

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납입기간을 한도(보험료납입 일시중지로 인해 

납입기간이 연장되어도 연장 전 납입기간을 한도)로 합니다. 추가납입은 매회 만원단위 

금액으로 합니다. 

2종(거치형)의 경우 총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총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 및 자유설계자금)의 합계액

다만, 추가납입은 매회 만원단위 금액으로 합니다.

주요사항 안내

·

·

■

·

·

·

·

·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Step별

목표기준금액” 및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은 약관에 의해 재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Ⅱ

주요 내용 :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동안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 유지 가능                                                       

신청 대상 : 적립형, 미납된 보험료가 없는 5년납 이상 계약 중 계약일부터 납입기간의

절반(다만, 10년납 이상의 경우 5년)이 지난 계약                                     

신청 가능 기간 : 1회 신청당 최대 12개월, 총 납입중지기간의 합은 최대 36개월(다만,

아래의 공제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기간 이내로 함)                                     

공제금액 : 납입중지기간동안의 주계약 및 특약의 보장유지를 위해 다음 금액을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함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 최저사망

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및 펀드 수수료 등의 합계액"                      

기타 사항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중지로 인하여

납입완료후 연금개시까지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될 수 있음

납입면제특약에 의해 납입면제가 된 경우,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납입중지를 한 계약은

납입면제 사유 발생전 납입중지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tep-up 보증”에 관한 사항
·“Step-up 보증”이라 함은 1종(적립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의 다음날부터

연금개시나이 3년 전 계약해당일까지, 2종(거치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3년전 계약해당일까지 계약자적립금이 약관에서 정한 “Step별

목표기준금액”을 달성할 경우 약관에서 정한 “초과성과금액 합계액”을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 더하여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전환 옵션 선택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및 계약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청약 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이 반영된 위험률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 (품질보증해지 관련)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 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보장부분에 사용되는 예정이율은 주계약의 경우 연복리 3.0%, 특약의 경우 연복리

4.0%입니다. 다만, 동 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계약 또는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세제혜택

■

■

■

이 보험상품의 주계약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료는

연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연금형(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나누어 지급)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가입설계서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dongbulife.com (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 공시: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 전환에 대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동부생명 상담전화 ☎1588-3131

<생명보험협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 02-2262-6570
광주 062-350-0111~4
전주 063-252-5946~7  

부산 051-669-7501
대전 042-242-7002~3

대구 053-427-8051
원주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및 지원 안내>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지역번호-1332)

부산 051-606-1700~1
대전 042-479-5151~4
제주 064-797-5000

대구 053-760-4000
춘천 033-250-2800

광주 062-606-1616
전주 063-2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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