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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사망보험금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 계약자 적립금초기 보증연금 초기보증연금기간 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다만, 최초 초기보증연금은 보험계약일부터 1 개월이 지난 후 지급) 기본형 매년 일시납 보험료의 6%체증형 매년 일시납 보험료의 4% ~ 8%(2년마다 1%씩증가)초기집중종신연금형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생존연금 초기보증연금기간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초기집중상속연금형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 지급)체증형 illustation보험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초기보증연금 4% 4% 5% 5% 6% 6% 7% 7% 8% 8%

보장 및 연금계획A.

「 계약자적립금」 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됩니다.「 연금계약 적립액」 이란 초기보증연금기간이 지난 후 계약자 적립금(다만, 초기보증연금기간 직후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적립금)을 『 이 보험의 공시이율』 로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발생분 (납입 후 유지비 포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 보험의 공시이율」 로적립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초기보증연금기간 경과후 생존연금의 계산은 『 이 보험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이 보험의 초기보증연금기간 이후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입니다.초기보증연금기간 종료 후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적립금으로 보증해드리며, 최저보증 자동증액(Step-Up)에 의해 최저적립금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최초 최저적립금의 보증비율은 일시납보험료의 40%입니다.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 이 보험의 공시이율』 로 부리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초기보증연금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최초 초기보증연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에 지급됩니다.초기보증연금과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초기집중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 된 연금 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며,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일시납보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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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상품명계약자 님 55세(남자) 피보험자 님 55세(남자)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납입주기 생존연금 초기보증연금형태 지급율 지급주기일시납 초기집중 종신연금(20년보증) 기본형 연간 일시납 보험료의 6% 매월구분 보험가입금액 연금지급개시 납입기간 초회보험료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 20,000 만원 1개월 후 일시납 200,000,000 원채권형 50 %인덱스주식형 50 %초회 보험료 합계 (진단구분 : 무진단  ) 200,000,000 원

피보험자 님 의 가입설계서기본계약정보
주보험 계약내용
B.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Ⅱ보험은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초기보증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기본형과 체증형 중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초기집중 종신연금형(10년, 20년 보증지급), 초기집중 상속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분기마다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니다.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중 2회 이내의 범위에서 『 분기별 계약해당일- 2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자동재배분의 비율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의 비율변경 후 인덱스주식형 펀드의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됩니다.펀드자동재배분의 비율변경은 1회당 5%씩만 할 수 있습니다.나  이  별 납 입 보 험 료55세 ~ 55세 (2011년 10월 ~ 2011년 10월) 200,000,000 원주계약 나이별 납입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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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피보험자 님 의 공제금액공시(수수료안내표)기본 비용 및 수수료보험료 : 20,000만원,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주기 : 일시납, 보험나이 : 55세 (남자), 연금지급개시나이 : 55세초기보증연금형태 : 기본형, 초기보증연금 지급주기 : 매월채권형 : 50%  인덱스주식형 : 50%
C.

▶기본보험계약 관련 부분구분 목적 시기 비용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계약체결시 최초 납입시 일시납보험료의 3.5000%  (7,000,000원)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시 최초 납입시 일시납보험료의 0.5395%  (1,078,924원)매월 2차월 이후 일시납보험료의 0.0160 ~ 0.0391%  (31,910원 ~ 78,197원)위험보험료 매월 일시납보험료의 0.0021 ~ 0.0053%  (4,140원 ~ 10,600원)생존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생존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생존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0%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해당사항없음2차월 이후 계약체결· 유지비용은 4%의 투자수익률 및 채권형 50%, 인덱스주식형50%을 가정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상기 특별계정운용시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의 0.0417%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분펀드         특별계정운용비용 보증비용특별계정운용ㆍ수탁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의 보수ㆍ비용 초기보증연금및 최저적립금 최저사망보험금매일(생존연금개시전) 사유발생시 매일(생존연금개시전) 매월(생존연금개시전)채권형 펀드적립금의 0.001370 % (연0.50%) 펀드적립금의 연0.01% 해당사항없음 펀드적립금의0.075000%(연 0.90% ) 펀드적립금의0.004167%(연 0.05% )인덱스주식형 펀드적립금의 0.001918 % (연0.70%) 펀드적립금의 연0.49% 해당사항없음
▶특별계정관련 부분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ㆍ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회계연도(2010.4.1~2011.3.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추가비용 및 수수료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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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
경과기간 나이 납입보험료누계 사 망 보 험 금기본 사망보험금 別투자수익률  계약자 적립금0.0% 4.0% 8.0%3개월 55세 20,000 1,000 18,789 18,976 19,1576개월 55세 20,000 1,000 18,381 18,750 19,1139개월 55세 20,000 1,000 17,976 18,525 19,0681년 56세 20,000 1,000 17,572 18,298 19,0232년 57세 20,000 1,000 15,982 17,381 18,8373년 58세 20,000 1,000 14,429 16,449 18,6404년 59세 20,000 1,000 12,910 15,502 18,4325년 60세 20,000 1,000 11,426 14,540 18,2136년 61세 20,000 1,000 9,976 13,562 17,9827년 62세 20,000 1,000 8,559 12,568 17,7378년 63세 20,000 1,000 7,174 11,557 17,4809년 64세 20,000 1,000 5,821 10,530 17,20710년 65세 20,000 1,000 4,498 9,487 16,920

사망보험금/계약자 적립금 예시아래 예시된 사망 보험금은 가입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Fund선택 및투입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료 : 20,000만원,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주기 : 일시납, 보험나이 : 55세 (남자), 연금지급개시나이 : 55세초기보증연금형태 : 기본형, 초기보증연금 지급주기 : 매월 (단위 : 만원,  만원 미만 절사)
D.

사망보험금(일시납보험료의 5% + 계약자 적립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증 지급합니다.다만, 기납입보험료는 최초가입 시 납입보험료와 같으나 초기보증연금기간에는 직전 기납입보험료에서 초기보증 연금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새로운기납입보험료로 하며, 위 예시표의 "납입보험료 누계"와는 달라집니다.동일한 투입보험료와 투자수익률이더라도 Fund 유형에 따라 운용수수료 차이(채권형 연 0.5%, 인덱스주식형 연 0.7%)로 인하여 계약자 적립금은 차이가 있으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매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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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
경과기간 나이 납입보험료누계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투자수익률0.0%가정(순수익률 -1.8%) 투자수익률4.0%가정(순수익률 2.2%) 투자수익률8.0%가정(순수익률 6.2%)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3개월 55세 20,000 19,176 18,789 93.95 18,976 94.88 19,157 95.796개월 55세 20,000 19,152 18,381 91.91 18,750 93.75 19,113 95.579개월 55세 20,000 19,129 17,976 89.88 18,525 92.63 19,068 95.341년 56세 20,000 19,106 17,572 87.86 18,298 91.49 19,023 95.122년 57세 20,000 19,017 15,982 79.91 17,381 86.91 18,837 94.193년 58세 20,000 18,933 14,429 72.15 16,449 82.25 18,640 93.204년 59세 20,000 18,853 12,910 64.55 15,502 77.51 18,432 92.165년 60세 20,000 18,778 11,426 57.13 14,540 72.70 18,213 91.076년 61세 20,000 18,708 9,976 49.88 13,562 67.81 17,982 89.917년 62세 20,000 18,643 8,559 42.80 12,568 62.84 17,737 88.698년 63세 20,000 18,583 7,174 35.87 11,557 57.79 17,480 87.409년 64세 20,000 18,528 5,821 29.10 10,530 52.65 17,207 86.0410년 65세 20,000 18,478 4,498 22.49 9,487 47.44 16,920 84.60

해지환급금 예시아래 예시된 사망 보험금은 가입 당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Fund선택 및변경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료 : 20,000만원,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주기 : 일시납, 보험나이 : 55세 (남자), 연금지급개시나이 : 55세초기보증연금형태 : 기본형, 초기보증연금 지급주기 : 매월 (단위 : 만원,  만원 미만 절사)
E.

상기 예시된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은 변액보험 공통 상품공시에 따른 것으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동일한 투입보험료와 투자수익률이더라도 Fund 유형에 따라 운용수수료 차이(채권형 연 0.5%, 인덱스주식형 연 0.7%)로 인하여 계약자 적립금은 차이가 있으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매일 변동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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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지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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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순수익률은 이러한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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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단위 : 만원,  만원 미만 절사)연금지급형태 비율 투자수익률 초기보증연금지급액누계 생존연금지급개시 시계약자 적립금 생존연금지급개시나이 연금지급개시 이후 적립이율최저보증이율1.00% 2.80% 4.60%초기집중종신연금(20년 보증) 100% 연 0.0% 12,000 8,000 65세 318 400 489연 4.0% 9,487 377 475 581연 8.0% 16,920 673 847 1,036

연금연액 예시아래의 연금지급개시 시 계약자 적립금은 가입 당시의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보험료 : 20,000만원, 납입기간 : 일시납, 납입주기 : 일시납, 보험나이 : 55세 (남자), 연금지급개시나이 : 65세초기보증연금형태 : 기본형, 초기보증연금 지급주기 : 매월, 생존연금지급주기 : 매년
F.

초기보증 연금기간 경과 후에는 일반계정에서 운용됩니다.초기보증연금기간 이후 적립이율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위 생존연금액도 변경되며, 연복리 1%를 최저 보증합니다.초기보증연금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최초 초기보증연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에 지급됩니다.초기집중 상속연금형의 경우, 초기보증연금기간 이후 사망 시에는 사망 시 준비금에 직전 연금지급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상기 4.6%의 공시이율은 2011년 10월 기준입니다.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를 초기보증연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집중 종신연금형 및 초기집중 상속연금형의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복수 선택시에는 연금형태별 비율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보증연금 지급형태(기본형, 체증형)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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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에 관한 안내● 사망보험금: 일시납보험료의 5% + 계약자 적립금●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초기보증연금이라 함은 미리 약정한 기간 동안 특별계정 운용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최저 적립금은 초기보증 연금기간 직후 특별계정 운용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 적립금을 말합니다.● 기납입보험료라 함은 일시납 보험료를 말하나 초기보증연금기간에는 직전 기납입보험료에서 초기보증연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중도에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감소합니다.▶Funds의 유형 및 수 [채권형]       [인덱스주식형]
■ 국공채, 우량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80% 이상) ■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70%이상)■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 등 (20% 이내) ■ 국내 국공채, 우량회사채,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자산, 수익증권 등(30% 이내)부가 Service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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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선지급서비스특약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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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 이내80% 이상 30% 이내70% 이상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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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 바로받는 W 변액연금II보험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사항 확인●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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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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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 혜택● 10년 이후에 「 감액 또는 해지」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며, 보장성 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금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 의 주계약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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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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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과 무배당 상품의 차이점●생명보험은 장기계약으로 보험료 산출 시 안정적인 예정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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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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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계약자주소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명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 귀중

국내 계약자주소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