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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플래너컨설팅(보험대리점)이 제안하는

이 가입설계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 약관 및 상품설명서 약관 및 상품설명서 약관 및 상품설명서 또는 운용설명서운용설명서운용설명서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소소소중한 꿈을 지켜주는중한 꿈을 지켜주는중한 꿈을 지켜주는중한 꿈을 지켜주는

(월납2형:기본 보증형)

홍길동  고객님의 가입설계홍길동  고객님의 가입설계홍길동  고객님의 가입설계홍길동  고객님의 가입설계

지점명 : 리치플래너컨설팅(보험대리점)

재무설계사 : 이미선

휴대폰(사무실) : 010-8867-8699(☏)

발행일 : 2010-12-09 19:21

e-mail :

설계일 : 2010-12-09 19:21

다가올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맞추어

평생투자와 든든한 보증이 함께하는

100% 진정한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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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및 계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20년납20년납20년납20년납 300,000 원300,000 원300,000 원300,000 원

주주주주

계계계계

약약약약

주계약
500 만원500 만원500 만원500 만원

 [ 1구좌 ] [ 1구좌 ] [ 1구좌 ] [ 1구좌 ]
종신종신종신종신

선택안함 선택안함 선택안함 선택안함 선택안함

 합계보험료 합계보험료 합계보험료 합계보험료 300,000 원300,000 원300,000 원300,000 원

※ 고액계약 할인 : 월납 계약에서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7%

 -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2%

 -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5%

 - 기본보험료 300만원 이상 :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0%

※ 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특약으로서 최초가입시점부터 매3년마다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및 예정기초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인상)되고 갱신형특약을 계속 갱신할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피보험자별 최대나이(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1종(종합형) 및 3종(상해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 개인연금형, 10년보증)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

홍길동님 35 세 (남)홍길동님 35 세 (남)홍길동님 35 세 (남)홍길동님 35 세 (남) 홍길동님 35 세(남)홍길동님 35 세(남)홍길동님 35 세(남)홍길동님 35 세(남) 65 세65 세65 세65 세

계약사항 및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납입주기납입주기납입주기납입주기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실납입보험료실납입보험료실납입보험료실납입보험료

20년납20년납20년납20년납 월납월납월납월납 300,000 원300,000 원300,000 원300,000 원 300,000 원300,000 원300,000 원300,000 원

나이변경일 : 2011년 06월 05일나이변경일 : 2011년 06월 05일나이변경일 : 2011년 06월 05일나이변경일 : 2011년 06월 05일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나이나이나이나이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나이나이나이나이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나이나이나이나이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35세 ~ 54세 300,000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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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동재배분 또는 평균분할투자 선택

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 미선택미선택미선택미선택

평균분할투자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평균분할투자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평균분할투자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평균분할투자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 미선택미선택미선택미선택 ----

펀드편입비율

편드명편드명편드명편드명 코리아인덱스혼합형코리아인덱스혼합형코리아인덱스혼합형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글로벌인덱스혼합형글로벌인덱스혼합형글로벌인덱스혼합형 채권형채권형채권형채권형 단기채권형단기채권형단기채권형단기채권형

펀드편입비율펀드편입비율펀드편입비율펀드편입비율 100 %100 %100 %100 % 0 %0 %0 %0 % 0 %0 %0 %0 % 0 %0 %0 %0 %

펀드의 종류 및 주요특징/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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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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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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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이 있습니다.

주계약 제1보험기간 보증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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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연금수령액 예시

나이나이나이나이

투자수익률 8.0 % 가정투자수익률 8.0 % 가정투자수익률 8.0 % 가정투자수익률 8.0 % 가정

(순수익률 6.6 %)(순수익률 6.6 %)(순수익률 6.6 %)(순수익률 6.6 %)

투자수익률 4.0 % 가정투자수익률 4.0 % 가정투자수익률 4.0 % 가정투자수익률 4.0 % 가정

(순수익률 2.6 %)(순수익률 2.6 %)(순수익률 2.6 %)(순수익률 2.6 %)

투자수익률 0 % 가정투자수익률 0 % 가정투자수익률 0 % 가정투자수익률 0 % 가정

(순수익률 -1.4 %)(순수익률 -1.4 %)(순수익률 -1.4 %)(순수익률 -1.4 %)

기본기본기본기본

연금연금연금연금

자유자유자유자유연금연금연금연금

(인출)(인출)(인출)(인출)
연금계연금계연금계연금계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

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기본기본기본기본

연금연금연금연금

자유자유자유자유연금연금연금연금

(인출)(인출)(인출)(인출)
연금계연금계연금계연금계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

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기본기본기본기본

연금연금연금연금

자유자유자유자유연금연금연금연금

(인출)(인출)(인출)(인출)
연금계연금계연금계연금계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

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65세 1,314 0 1,314 26,539 583 0 583 11,340 360 0 360 6,732

66세 1,314 0 1,314 26,813 583 0 583 11,011 360 0 360 6,271

67세 1,314 0 1,314 27,105 583 0 583 10,674 360 0 360 5,818

68세 1,355 0 1,355 27,372 583 0 583 10,329 360 0 360 5,372

69세 1,355 0 1,355 27,655 583 0 583 9,976 360 0 360 4,933

70세 1,355 0 1,355 27,970 583 0 583 9,615 360 0 360 4,501

71세 1,398 0 1,398 28,259 583 0 583 9,245 360 0 360 4,076

72세 1,398 0 1,398 28,566 583 0 583 8,866 360 0 360 3,657

73세 1,398 0 1,398 28,893 583 0 583 8,479 360 0 360 3,245

74세 1,444 0 1,444 29,191 583 0 583 8,082 360 0 360 2,840

75세 1,444 0 1,444 29,509 583 0 583 7,676 360 0 360 2,440

76세 1,444 0 1,444 29,847 583 0 583 7,260 360 0 360 2,048

77세 1,492 0 1,492 30,155 583 0 583 6,838 360 0 360 1,661

78세 1,492 0 1,492 30,483 583 0 583 6,406 360 0 360 1,281

79세 1,492 0 1,492 30,832 583 0 583 5,963 360 0 360 906

80세 1,541 0 1,541 31,150 583 0 583 5,510 360 0 360 537

81세 1,541 0 1,541 31,489 583 0 583 5,046 360 0 360 175

82세 1,541 0 1,541 31,849 583 0 583 4,570 360 0 360 0

83세 1,592 0 1,592 32,179 583 0 583 4,083 360 0 360 0

84세 1,592 0 1,592 32,529 583 0 583 3,585 360 0 360 0

85세 1,592 0 1,592 32,901 583 0 583 3,074 360 0 360 0

86세 1,645 0 1,645 33,241 583 0 583 2,551 360 0 360 0

87세 1,645 0 1,645 33,602 583 0 583 2,015 360 0 360 0

88세 1,645 0 1,645 33,987 583 0 583 1,467 360 0 360 0

89세 1,699 0 1,699 34,338 583 0 583 905 360 0 360 0

90세 1,699 0 1,699 34,712 583 0 583 329 360 0 360 0

91세 1,699 0 1,699 35,109 583 0 583 0 360 0 360 0

92세 1,755 0 1,755 35,472 583 0 583 0 360 0 360 0

93세 1,755 0 1,755 35,857 583 0 583 0 360 0 360 0

94세 1,755 0 1,755 36,268 583 0 583 0 360 0 360 0

95세 1,813 0 1,813 36,642 583 0 583 0 360 0 360 0

96세 1,813 0 1,813 37,041 583 0 583 0 360 0 360 0

97세 1,813 0 1,813 37,465 583 0 583 0 360 0 360 0

98세 1,873 0 1,873 37,852 583 0 583 0 360 0 360 0

99세 1,873 0 1,873 38,264 583 0 583 0 360 0 360 0

100세 1,873 0 1,873 38,702 583 0 583 0 360 0 360 0

※ 자유연금(인출)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 지급 후 계약자적립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또는 입력한 금액으로 인출 가정된 금액입니다

※ 기본연금 및 자유연금(인출)은 해당년도 초 기준으로 지급 가정된 금액이며, 계약자적립금은 해당년도 말 기준의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연금개시 후 채권형펀드(단기채권형 펀드 포함)에 해당되는 편입비율이 의무선택비율 이상이 되도록 자동조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추가적으로 자유연금(인출) 인출시 연금지급기준금액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기본연금액 및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합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경우 사망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선택시에는 노후자금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순수익률은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후의 수익률입니다.



(가입설계번호:009581011012091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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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종신연금형 연금수령액 예시 (단위:만원)

투자투자투자투자

수익률수익률수익률수익률

연금개시연금개시연금개시연금개시

시점의시점의시점의시점의

일시금 일시금 일시금 일시금 

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개인연금형개인연금형개인연금형
집중지급형집중지급형집중지급형집중지급형

(10년보증)(10년보증)(10년보증)(10년보증)

집중지급형집중지급형집중지급형집중지급형

(20년보증)(20년보증)(20년보증)(20년보증)

부부연금형 부부연금형 부부연금형 부부연금형 

(50%형)(50%형)(50%형)(50%형)

10년10년10년1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20년20년20년2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30년30년30년3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100세100세100세100세

보증보증보증보증

10차년도10차년도10차년도10차년도

까지까지까지까지

11차년도11차년도11차년도11차년도

부터부터부터부터

20차년도20차년도20차년도20차년도

까지까지까지까지

20차년도20차년도20차년도20차년도

부터부터부터부터

10년10년10년1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20년20년20년2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8.0 % 가정 26,281 1,686 1,628 1,515 1,430 2,203 1,101 1,770 885 1,564 1,538

4.0 % 가정 11,662 748 722 672 634 977 488 785 392 694 682

0.0 % 가정 7,200 462 446 415 391 603 301 484 242 428 421

※ 연금개시 시점의 일시금에는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이므로 주계약과 특약 모두 해지됩니다.

※ 연금개시 시점의 일시금은 실적배당 종신연금형과 공시이율 종신연금형이 동일합니다.

※ 상기금액은 펀드의 투자수익률 연 8.0%, 4.0%, 0%(비용차감전 기준)를 가정하여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공시이율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공시이율                                                  ) 계산된 금액으로 

    펀드의 실제 투자수익률 및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납입하신 주계약보험료는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특별계정 투입금액)을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하여 투자 운용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 개인연금형, 10년보증)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은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및 공시이율 종신연금형 공통 안내사항

2010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4.6 %

투자투자투자투자

수익률수익률수익률수익률

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종신연금형

확정연금확정연금확정연금확정연금 상속연금상속연금상속연금상속연금부부연금형부부연금형부부연금형부부연금형

(50%형)(50%형)(50%형)(50%형)

부부연금형부부연금형부부연금형부부연금형

(100%형)(100%형)(100%형)(100%형)

30년30년30년3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100세100세100세100세

보증보증보증보증

10년10년10년1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20년20년20년2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30년30년30년3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100세100세100세100세

보증보증보증보증
5년5년5년5년 10년10년10년10년 15년15년15년15년 20년20년20년20년 연금연금연금연금

사망시사망시사망시사망시

수령액수령액수령액수령액

8.0 % 가정 1,478 1,419 1,458 1,457 1,442 1,409 5,710 3,175 2,343 1,938 1,150 25,125

4.0 % 가정 656 629 647 646 640 625 2,534 1,408 1,040 860 510 11,149

0.0 % 가정 405 388 399 399 395 386 1,564 869 642 531 315 6,883

※ 상기 금액은 노후자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 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연금지급 개시후 해지불가)

※ 종신연금 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상기 연금액을 지급하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개시 계약해당일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이후의 연금액은 최종 보증지급한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미만 경과시에는 연복리 2.5%, 10년이상 경과시에는 연복리 2.0%로 합니다.)

※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다만,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합니다.)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연금유지비 포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가입설계번호:009581011012091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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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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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액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상기 연금액은 2010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4.6 %을 기준으로 설계한 금액으로,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의 계산은 매년  연금액 계산

    당시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도 변동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연금액을 지급

    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 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개시 전에 사망 시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생존연금액의 1.0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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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금을 매월, 2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ㆍ 연금전환나이 : 60 세 , 연금개시나이 : 65 세ㆍ 연금전환나이 : 60 세 , 연금개시나이 : 65 세ㆍ 연금전환나이 : 60 세 , 연금개시나이 : 65 세ㆍ 연금전환나이 : 60 세 , 연금개시나이 : 65 세 (단위 : 만원)

■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전환시

매년 634만원

매년 665만원

매년 665만원

65 세 연금개시

65 세 연금개시

65 세 연금개시

장기간병연금 665만원장기간병연금 665만원장기간병연금 665만원장기간병연금 665만원

        (최대10년)        (최대10년)        (최대10년)        (최대10년)

구분구분구분구분

8.0 % 가정8.0 % 가정8.0 % 가정8.0 % 가정 4.0 % 가정4.0 % 가정4.0 % 가정4.0 % 가정 0.0 % 가정0.0 % 가정0.0 % 가정0.0 % 가정

장기간병장기간병장기간병장기간병

미발생미발생미발생미발생

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

(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

장기간병장기간병장기간병장기간병

미발생미발생미발생미발생

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

(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

장기간병장기간병장기간병장기간병

미발생미발생미발생미발생

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장기간병 발생

(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최대 10년)

종신연금종신연금종신연금종신연금

개인형개인형개인형개인형

(정액형)(정액형)(정액형)(정액형)

10년보증10년보증10년보증10년보증 1,451 2,902 779 1,558 428 857

20년보증20년보증20년보증20년보증 1,403 2,806 753 1,507 414 829

30년보증30년보증30년보증30년보증 1,310 2,620 703 1,407 387 774

100세보증100세보증100세보증100세보증 1,239 2,478 665 1,331 366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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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사망시 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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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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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 교보수술특약(갱신형),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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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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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년경과년경과년경과년

투자수익률 8.0% 가정투자수익률 8.0% 가정투자수익률 8.0% 가정투자수익률 8.0% 가정

(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

투자수익률 4.0% 가정투자수익률 4.0% 가정투자수익률 4.0% 가정투자수익률 4.0% 가정

(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

투자수익률 0% 가정투자수익률 0% 가정투자수익률 0% 가정투자수익률 0% 가정

(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

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

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가입금액

계약자계약자계약자계약자

적립금적립금적립금적립금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5년 500 1,905 2,405 500 1,724 2,224 500 1,559 2,059

10년 500 4,552 5,052 500 3,708 4,208 500 3,034 3,600

15년 500 8,361 8,861 500 6,108 6,608 500 4,535 5,400

20년 500 13,653 14,153 500 8,868 9,368 500 5,951 7,200

25년 500 18,941 19,441 500 10,171 10,671 500 5,597 7,200

30년 500 26,281 26,781 500 11,662 12,162 500 5,252 7,200

35년 500 0 0 500 0 0 500 0 0

40년 500 0 0 500 0 0 500 0 0

단위:만원● 연금개시 전 사망보험금 예시표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계약사항참조, 단위:원)

경과경과경과경과기간기간기간기간
납입납입납입납입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특별계정특별계정특별계정특별계정

투입금액투입금액투입금액투입금액

누계누계누계누계

투자수익률8.0 % 가정투자수익률8.0 % 가정투자수익률8.0 % 가정투자수익률8.0 % 가정

(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

투자수익률4.0 % 가정투자수익률4.0 % 가정투자수익률4.0 % 가정투자수익률4.0 % 가정

(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

투자수익률0.0 % 가정투자수익률0.0 % 가정투자수익률0.0 % 가정투자수익률0.0 % 가정

(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

해지해지해지해지환급금환급금환급금환급금 환환환환급률(%)급률(%)급률(%)급률(%) 해지해지해지해지환급금환급금환급금환급금 환환환환급률(%)급률(%)급률(%)급률(%) 해지해지해지해지환급금환급금환급금환급금 환환환환급률(%)급률(%)급률(%)급률(%)

3개월 900,000 802,350 0 0.0 0 0.0 0 0.0

6개월 1,800,000 1,604,700 0 0.0 0 0.0 0 0.0

9개월 2,700,000 2,407,050 786,809 29.1 748,004 27.7 708,490 26.2

1년 3,600,000 3,209,400 1,706,632 47.4 1,638,838 45.5 1,570,247 43.6

2년 7,200,000 6,418,404 5,529,476 76.8 5,260,358 73.1 4,995,019 69.4

3년 10,800,000 9,626,916 9,593,842 88.8 8,977,110 83.1 8,384,610 77.6

4년 14,400,000 12,834,924 13,916,171 96.6 12,791,800 88.8 11,739,394 81.5

5년 18,000,000 16,042,332 18,513,936 102.9 16,707,129 92.8 15,059,658 83.7

6년 21,600,000 19,249,140 23,405,903 108.4 20,725,972 96.0 18,345,784 84.9

7년 25,200,000 22,455,192 28,611,950 113.5 24,851,126 98.6 21,597,990 85.7

8년 28,800,000 25,660,404 33,883,387 117.7 28,815,544 100.1 24,546,566 85.2

9년 32,400,000 28,864,608 39,512,888 122.0 32,892,175 101.5 27,461,715 84.8

10년 36,000,000 32,067,720 45,524,758 126.5 37,084,139 103.0 30,343,721 84.3

15년 54,000,000 49,180,128 83,618,423 154.8 61,089,505 113.1 45,351,707 84.0

20년 72,000,000 66,254,664 136,535,209 189.6 88,684,153 123.2 59,515,565 82.7

25년 72,000,000 65,904,696 189,410,847 263.1 101,718,719 141.3 55,973,564 77.7

30년 72,000,000 65,458,860 262,811,102 365.0 116,621,673 162.0 52,528,619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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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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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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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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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내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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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경과경과경과기간기간기간기간

실제납입실제납입실제납입실제납입

보험료보험료보험료보험료

(할인적용)(원)(할인적용)(원)(할인적용)(원)(할인적용)(원)

특별계정특별계정특별계정특별계정

투입금액투입금액투입금액투입금액

누계누계누계누계

투자수익률8.0 % 가정투자수익률8.0 % 가정투자수익률8.0 % 가정투자수익률8.0 % 가정

(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순수익률 6.9%)

투자수익률4.0 % 가정투자수익률4.0 % 가정투자수익률4.0 % 가정투자수익률4.0 % 가정

(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순수익률 2.9%)

투자수익률0.0 % 가정투자수익률0.0 % 가정투자수익률0.0 % 가정투자수익률0.0 % 가정

(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순수익률 -1.1%)

해지해지해지해지환급금환급금환급금환급금 환환환환급률(%)급률(%)급률(%)급률(%) 해지해지해지해지환급금환급금환급금환급금 환환환환급률(%)급률(%)급률(%)급률(%) 해지해지해지해지환급금환급금환급금환급금 환환환환급률(%)급률(%)급률(%)급률(%)

3개월 900,000 802,350 0 0.0 % 0 0.0 % 0 0.0 %

6개월 1,800,000 1,604,700 0 0.0 % 0 0.0 % 0 0.0 %

9개월 2,700,000 2,407,050 786,809 29.1 % 748,004 27.7 % 708,490 26.2 %

1년 3,600,000 3,209,400 1,706,632 47.4 % 1,638,838 45.5 % 1,570,247 43.6 %

2년 7,200,000 6,418,404 5,529,476 76.8 % 5,260,358 73.1 % 4,995,019 69.4 %

3년 10,800,000 9,626,916 9,593,842 88.8 % 8,977,110 83.1 % 8,384,610 77.6 %

4년 14,400,000 12,834,924 13,916,171 96.6 % 12,791,800 88.8 % 11,739,394 81.5 %

5년 18,000,000 16,042,332 18,513,936 102.9 % 16,707,129 92.8 % 15,059,658 83.7 %

6년 21,600,000 19,249,140 23,405,903 108.4 % 20,725,972 96.0 % 18,345,784 84.9 %

7년 25,200,000 22,455,192 28,611,950 113.5 % 24,851,126 98.6 % 21,597,990 85.7 %

8년 28,800,000 25,660,404 33,883,387 117.7 % 28,815,544 100.1 % 24,546,566 85.2 %

9년 32,400,000 28,864,608 39,512,888 122.0 % 32,892,175 101.5 % 27,461,715 84.8 %

10년 36,000,000 32,067,720 45,524,758 126.5 % 37,084,139 103.0 % 30,343,721 84.3 %

15년 54,000,000 49,180,128 83,618,423 154.8 % 61,089,505 113.1 % 45,351,707 84.0 %

20년 72,000,000 66,254,664 136,535,209 189.6 % 88,684,153 123.2 % 59,515,565 82.7 %

25년 72,000,000 65,904,696 189,410,847 263.1 % 101,718,719 141.3 % 55,973,564 77.7 %

30년 72,000,000 65,458,860 262,811,102 365.0 % 116,621,673 162.0 % 52,528,619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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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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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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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용차감전 기준)로 가정하고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이러한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10년이내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세금공제전 기준입니다. 10년 이내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기 환급률은 할인보험료(고액계약할인) 예시기준입니다.

(기준:계약사항참조, 단위:원)

해지환급금 예시표(할인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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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세부 내용 안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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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연금지급액의

   합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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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최저연금적립금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보증비용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6%)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보증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지급기준금액 :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연금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이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마다 계약자적립금과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단,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이후

       계약자적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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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사항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에「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및「이체금액」: 월납계약 - 약관 제15조 참조, 일시납계약 - 약관 제13조 참조

⊙⊙⊙⊙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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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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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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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펀드자동재배분 및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없이 신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운용하기 위한

       펀드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에서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펀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로부터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에

       채권형 펀드(단기채권형 펀드 포함)에 해당하는 편입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이 40% 이상(단기채권형 펀드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

       단기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 제외)이 되도록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동조정합니다.

⊙⊙⊙⊙중도인출중도인출중도인출중도인출

   ○ 인출 가능기간 : 계약일 1개월 경과후부터 연금지급 개시전까지

                             (단,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포함)

   ○ 인출 가능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 인출 가능금액 : 1회당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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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의 전일이전 5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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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자동재배분(Auto-Rebalancing) 기능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된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체결 또는 펀드변경시 펀드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배분해주는 선진형

   투자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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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 Average) 기능평균분할투자(Dollar Cust Average) 기능평균분할투자(Dollar Cust Average) 기능평균분할투자(Dollar Cust Average) 기능

   추가납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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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정해진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선택하신 펀드에 투입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신청시기 : 계약시 또는 보험료 추가납입시

   ○ 분할투자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선택

       주) ㆍ펀드자동재배분 기능과 평균분할투자기능은 동시 선택 불가, ㆍ평균분할투자기능 선택시 단기채권형 펀드는 선택 불가

            ㆍ평균분할투자기간 중 펀드 변경 또는 펀드 편입비율 변경 불가, ㆍ평균분할투자기간 중 평균분할투자 기능 취소 가능

⊙⊙⊙⊙연금분할 선택제도연금분할 선택제도연금분할 선택제도연금분할 선택제도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적립금(연금재원)을 두 가지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고객의 다양한 연금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지급 서비스 제도입니다.

   ○ 계약자는 두 가지 연금지급형태를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실적배당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품 세부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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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연기제도연금지급 연기제도연금지급 연기제도연금지급 연기제도

   ○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시점을 일정기간(최대 5년) 연기시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금지급 연기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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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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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유지비를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신청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후자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고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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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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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보증]으로 정해지며, 계약변경에 의해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가능한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정액지급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100%, 50%지급)}/10년, 20년, 30년, 100세보증]

                                               [집중지급형(개인연금형)/10년, 20년 보증],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상품 세부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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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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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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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1996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1996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1996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CDR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1996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 척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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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症)을 의미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치매상태"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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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꼭 확인하세요

(무)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II는?

변액보험은변액보험은변액보험은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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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고객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고객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고객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고객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중

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 및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 및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 및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선택하신펀드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선택하신펀드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선택하신펀드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선택하신펀드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 운용되므로 운용되므로 운용되므로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이 보험계약은이 보험계약은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만, 부가되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만, 부가되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만, 부가되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법인이면 법인이면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보호되지 않습니다.)보호되지 않습니다.)보호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

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II

1.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는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ㆍ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1.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는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ㆍ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1.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는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ㆍ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1.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는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ㆍ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보험료와      보험료와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회사운영 경비를 회사운영 경비를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특별계정 투입금액)을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하여 투자ㆍ운용합니다.차감한 금액(특별계정 투입금액)을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하여 투자ㆍ운용합니다.차감한 금액(특별계정 투입금액)을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하여 투자ㆍ운용합니다.차감한 금액(특별계정 투입금액)을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하여 투자ㆍ운용합니다.

2. 매일공시(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 등)되는 기준가격, 현재수익률 및 연환산수익률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되는 특별계정투입2. 매일공시(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 등)되는 기준가격, 현재수익률 및 연환산수익률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되는 특별계정투입2. 매일공시(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 등)되는 기준가격, 현재수익률 및 연환산수익률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되는 특별계정투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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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 투자수익률로 운용되어 적립된 펀드 전체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로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등     금액이 투자수익률로 운용되어 적립된 펀드 전체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로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등     금액이 투자수익률로 운용되어 적립된 펀드 전체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로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등 

    제반비용이 차감된 수익률(가격)입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계약의 건별 수익률은 보험료 납입시점과 펀드변경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제반비용이 차감된 수익률(가격)입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계약의 건별 수익률은 보험료 납입시점과 펀드변경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제반비용이 차감된 수익률(가격)입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계약의 건별 수익률은 보험료 납입시점과 펀드변경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제반비용이 차감된 수익률(가격)입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계약의 건별 수익률은 보험료 납입시점과 펀드변경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펀드설정일 기준으로 매일 공시되는 전체 투자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있으므로, 최초 펀드설정일 기준으로 매일 공시되는 전체 투자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있으므로, 최초 펀드설정일 기준으로 매일 공시되는 전체 투자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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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펀드에 따라 투자리스크가 다르므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절한 펀드 선택 및 배분이 중요하므로 고객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 3. 펀드에 따라 투자리스크가 다르므로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절한 펀드 선택 및 배분이 중요하므로 고객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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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별 주식편입비율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및 가입시점의 기준가격, 투자수익률 등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펀드별 주식편입비율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및 가입시점의 기준가격, 투자수익률 등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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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 홈페이지(www.kyobo.co.kr)의 변액보험 공시실 및 사이버 창구 등에서 고객이 직접 본인 펀드의 기준가격, 연환산수익률, 좌수, 4. 당사 홈페이지(www.kyobo.co.kr)의 변액보험 공시실 및 사이버 창구 등에서 고객이 직접 본인 펀드의 기준가격, 연환산수익률, 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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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적립금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금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6개월마다 계약내용의 변동에 대한 안내자료(납입보험료, 선택한 펀드, 기준가격, 펀드변경내역)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5. 회사는 6개월마다 계약내용의 변동에 대한 안내자료(납입보험료, 선택한 펀드, 기준가격, 펀드변경내역)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5. 회사는 6개월마다 계약내용의 변동에 대한 안내자료(납입보험료, 선택한 펀드, 기준가격, 펀드변경내역)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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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특별계정의 운용현황(기준가, 수익률, 전월말 자산구성내역, 결산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특별계정의 운용현황(기준가, 수익률, 전월말 자산구성내역, 결산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특별계정의 운용현황(기준가, 수익률, 전월말 자산구성내역, 결산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시10년 이상 유지시10년 이상 유지시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이 보험은 선택하신 펀드의이 보험은 선택하신 펀드의이 보험은 선택하신 펀드의이 보험은 선택하신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가입하시기 전에 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가입하시기 전에 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가입하시기 전에 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가입하시기 전에 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 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 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 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선택하셔야 합니다.선택하셔야 합니다.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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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남자 35 세, 65 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3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남자 35 세, 65 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3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남자 35 세, 65 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300,000원○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남자 35 세, 65 세 연금개시, 기본보험료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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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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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계정운용비용

■수수료 안내표■수수료 안내표■수수료 안내표■수수료 안내표

구분구분구분구분
특별계정 운영특별계정 운영특별계정 운영특별계정 운영····수탁보수수탁보수수탁보수수탁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의 기타비용기초펀드의 기타비용기초펀드의 기타비용기초펀드의 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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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498 % 없음

글로벌인덱스혼합형 0.001506849 % 0.55 % 0.206861 % 없음

채권형 0.00109589 % 0.4 % 0.012485 % 없음

단기채권형 0.000821918 % 0.3 % 0.014704 % 없음

※ 상기 비용은 펀드적립금에 대한 비용입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ㆍ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단, 펀드 설정 이후 회계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설정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3개월이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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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수탁보수 이내에서 처리합니다.

구분구분구분구분 목적목적목적목적 시기시기시기시기 비용비용비용비용

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계약체결시 기본보험료의 6.20% (18,6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초월도 : 기본보험료의 4.50% (13,500원)

2차월도 이후 : 기본보험료의 1.00% (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15000% ~ 1.74333% (450~5,230원)

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매월(연금개시전) 적립금의 0.050000000%(연 0.6%)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매월(연금개시전)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선택시)
적립금의 0.004166667%(연 0.05%)

실적배당종신연금 보증

(선택시)
매월(연금개시후) 적립금의 0.079166667%(연 0.95%)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공시이율 종신연금형)
연금연액의 0.50%

실적배당종신연금형

(선택시)

매월 적립금의 0.012500000%

(연 0.15%)

노후자금 관리비용 매월(선택시) 노후자금의 0.0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5%

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1회당 펀드변경적립금의 0.1% 범위 이내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1회당 인출금액의 0.2%와 2,000 중 적은금액

경과시점경과시점경과시점경과시점 1년1년1년1년 2년2년2년2년 3년3년3년3년 4년4년4년4년 5년5년5년5년 6년6년6년6년 7년7년7년7년 7년이상7년이상7년이상7년이상

해지공제금(만원)해지공제금(만원)해지공제금(만원)해지공제금(만원) 162 135 108 81 54 27 0 0

해지공제 비율(%)해지공제 비율(%)해지공제 비율(%)해지공제 비율(%) 45.0% 18.8% 10.0% 5.6% 3.0% 1.3% 0.0% 0.0%

※ 해지공제 비용※ 해지공제 비용※ 해지공제 비용※ 해지공제 비용

※ 펀드변경수수료는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액)에서 해약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 비율입니다.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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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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4. 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4. 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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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일부터 3개월(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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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5.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5.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5.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6.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6.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6.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6.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주계약 보장계약은 연복리 3.5%, 특약은 연복리 4.0% 입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은 이 계약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예금자보호안내8. 예금자보호안내8. 예금자보호안내8.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9. 세제혜택9. 세제혜택9. 세제혜택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특약보험료

에 대해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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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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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1.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배당에 관한 안내7. 배당에 관한 안내7. 배당에 관한 안내7.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2.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2.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2.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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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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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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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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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지원팀 (2010.12)

1-1011-39검

가입시 알아 두실  사항

                

                    ⊙⊙⊙⊙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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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전국 고객 PLAZA       ㆍ전국 고객 PLAZA       ㆍ전국 고객 PLAZA       ㆍ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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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