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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30세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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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서 주신 소중한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 0 1 2 년 0 5 월 0 1 일C 기준일 : C 담당 : G F S R   이 미 선

2/10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

�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보험나이가 자녀 독립나이가 되前는 월계약 해당일 전( )이며 살아있는 경우 자녀생활자금 제1보험기간(65세 미만)의 보험가입금액 ×  50%자녀교육자금 (기준사망보험금 - 자녀 생활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보험금을자녀 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해당일에 지급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사망한 경우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자녀 독립나이 이상인 경우 사망보험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미만인 경우(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00% + 계약자적립금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이후인 경우(제2보험기간) 아래 중 큰 금액- 기본보험금액× 100% - 계약자적립금× 105%지급사유 지급금액교체 후 보험기간 중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미만인 경우(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100% + 계약자적립금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65세이후인 경우(제2보험기간) 아래 중 큰 금액- 기본보험금액× 100% - 계약자적립금× 105%

30세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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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금에 대한 일시금 지급 신청시 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재활치료자금(다만, 2종(암보장형)은 제외), 입원비, 수술비(다만, 2종(암보장형)은 제외), 암진단비(다만, 3종(재해보장형)은 제외), 재해골절치료비(다만, 2종(암보장형)은 제외)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보장을 선택한 경우 향후 차감될 위험보험료를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만큼 지급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보장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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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유니버셜Ⅴ보험3세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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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자녀 교육자금에 대한 일시금 지급 신청시 지속적인 보장을 선택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장기간 동안 보장해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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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유니버셜Ⅴ보험상품명3세여아 님을 위한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 1종(어린이보장형)계약자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교체여부30세엄마 님 30세(여자) 30세엄마 님 30세(여자) 3세여아 님 3세(여자) 교체함납입주기 보험기간 예시납입기간 납입기간 자녀독립나이월납 종신 17년납 전기납 27 세
기본계약정보30세엄마 님 의 가입설계서C.

주계약 및 특약계약내용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초회보험료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 1종(어린이보장형) 1,000 만원 종신 전기납 200,000 원(예시납입기간 :17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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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0 원

나  이  별 납 입 보 험 료30세 ~ 46세 (2012년 05월 ~ 2029년 04월) 200,000 원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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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유니버셜Ⅴ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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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유니버셜Ⅴ보험1종(어린이보장형), 가입금액 : 1,000만원, 기본보험료 : 20만원, 납입주기 : 월납, 예시납입기간 : 17년납가치주식형 : 50%  성장주식형 : 50%기본 비용 및 수수료30세엄마 님 의 공제금액공시(수수료안내표)D.

▶기본보험계약 관련 부분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7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3.7086% (7,417원)7년 초과 ~ 10년 이내: 기본보험료의 2.3403% (4,681원)10년 초과: 기본보험료의 0.0% (0원)계약관리비용 매월 보험료 납입시 : 기본보험료의 7.2500%(14,500원)보험료 미납시 : 기본보험료의 5.7500%(11,500원)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1539% ~ 2.4959%(308원 ~ 4,992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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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34 27 21 14 7 0 0해지공제비율 17.08% 7.08% 3.75% 2.19% 1.1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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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단, 연 4회에 한하여 면제)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중도 인출금액의 0.2% 또는 2,000원 중 작은 금액 (단, 연 4회에 한하여 면제)
추가 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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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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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3세 60 500 33 34 34 52 53 536개월 30세 3세 120 500 37 37 37 105 106 1079개월 30세 3세 180 500 40 41 41 157 160 1621년 31세 4세 240 500 44 44 44 209 214 2182년 32세 5세 480 500 59 60 62 417 435 4533년 33세 6세 720 500 75 78 81 623 662 7034년 34세 7세 960 500 92 97 102 827 897 9715년 35세 8세 1,200 500 110 117 126 1,029 1,138 1,2576년 36세 9세 1,440 500 128 140 154 1,229 1,386 1,5637년 37세 10세 1,680 500 149 165 185 1,426 1,641 1,8908년 38세 11세 1,920 500 171 194 221 1,625 1,908 2,2439년 39세 12세 2,160 500 195 225 262 1,822 2,182 2,62010년 40세 13세 2,400 500 221 261 310 2,017 2,464 3,02311년 41세 14세 2,640 500 251 301 367 2,215 2,759 3,45912년 42세 15세 2,880 500 284 348 433 2,411 3,064 3,92613년 43세 16세 3,120 500 322 403 512 2,605 3,377 4,42414년 44세 17세 3,360 500 366 467 607 2,797 3,699 4,95615년 45세 18세 3,600 500 418 543 723 2,986 4,030 5,52516년 46세 19세 3,840 500 479 636 868 3,173 4,371 6,13317년 47세 20세 4,080 500 555 752 1,051 3,359 4,721 6,78218년 48세 21세 4,080 500 614 862 1,249 3,306 4,842 7,23119년 49세 22세 4,080 500 692 1,009 1,517 3,255 4,965 7,71020년 50세 23세 4,080 500 802 1,213 1,894 3,203 5,092 8,22225년 55세 28세 4,080 0 4,080 6,783 12,359 2,952 5,783 11,35930년 60세 33세 4,080 0 4,080 7,602 16,759 2,733 6,602 15,75935년 65세 38세 4,080 0 4,080 8,548 22,895 2,523 7,548 21,89540년 70세 43세 4,080 0 4,080 9,640 31,454 2,323 8,640 30,45445년 75세 48세 4,080 0 4,080 10,900 43,393 2,130 9,900 4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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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원, 납입주기 : 월납, 예시납입기간 : 17년납주피보험자 : 30세(여자), 종피보험자 : 3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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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012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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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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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3세 60 52 21 35.00 22 36.67 22 36.676개월 30세 3세 120 105 61 50.83 62 51.67 63 52.509개월 30세 3세 180 158 115 63.89 118 65.56 120 66.671년 31세 4세 240 211 169 70.42 174 72.50 178 74.172년 32세 5세 480 422 384 80.00 401 83.54 419 87.293년 33세 6세 720 633 597 82.92 636 88.33 676 93.894년 34세 7세 960 845 807 84.06 877 91.35 951 99.065년 35세 8세 1,200 1,057 1,016 84.67 1,124 93.67 1,244 103.676년 36세 9세 1,440 1,268 1,222 84.86 1,379 95.76 1,556 108.067년 37세 10세 1,680 1,480 1,426 84.88 1,641 97.68 1,890 112.508년 38세 11세 1,920 1,695 1,625 84.64 1,908 99.38 2,243 116.829년 39세 12세 2,160 1,910 1,822 84.35 2,182 101.02 2,620 121.3010년 40세 13세 2,400 2,125 2,017 84.04 2,464 102.67 3,023 125.9611년 41세 14세 2,640 2,345 2,215 83.90 2,759 104.51 3,459 131.0212년 42세 15세 2,880 2,565 2,411 83.72 3,064 106.39 3,926 136.3213년 43세 16세 3,120 2,785 2,605 83.49 3,377 108.24 4,424 141.7914년 44세 17세 3,360 3,005 2,797 83.24 3,699 110.09 4,956 147.5015년 45세 18세 3,600 3,225 2,986 82.94 4,030 111.94 5,525 153.4716년 46세 19세 3,840 3,445 3,173 82.63 4,371 113.83 6,133 159.7117년 47세 20세 4,080 3,664 3,359 82.33 4,721 115.71 6,782 166.2318년 48세 21세 4,080 3,647 3,306 81.03 4,842 118.68 7,231 177.2319년 49세 22세 4,080 3,629 3,255 79.78 4,965 121.69 7,710 188.9720년 50세 23세 4,080 3,611 3,203 78.50 5,092 124.80 8,222 201.5225년 55세 28세 4,080 3,521 2,952 72.35 5,783 141.74 11,359 278.4130년 60세 33세 4,080 3,450 2,733 66.99 6,602 161.81 15,759 386.2535년 65세 38세 4,080 3,379 2,523 61.84 7,548 185.00 21,895 536.6440년 70세 43세 4,080 3,307 2,323 56.94 8,640 211.76 30,454 746.4245년 75세 48세 4,080 3,233 2,130 52.21 9,900 242.65 42,393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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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원, 납입주기 : 월납, 예시납입기간 : 17년납주피보험자 : 30세(여자), 종피보험자 : 3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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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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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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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액유니버셜Ⅴ보험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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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4회에 한하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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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서 주신 소중한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 0 1 2 년 0 5 월 0 1 일C 기준일 : C 담당 : G F S R   이 미 선

10/10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

� 무배당 Kids Plan 변액유니버셜Ⅴ보험알아두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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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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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