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신한아이사랑

●  가입설계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조건, 보험료,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됩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자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납입기간(10년)내에 납입을 연체하거나, 그 이후라도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매월 차감되는 위험보험료, 사업비, 특약보험료 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최고
    (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장기간 월대체보험료 차감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 길 동 님을 위한 가입설계서

변액유니버설보험

담당FC 한별GA 리치플래너(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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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010- 8867- 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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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부모)]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자녀)]
보험대상자
교체예시

납입주기

홍길동
홍길동 홍자녀

선택함 월납
35 세 (남) 0 세 (여)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보험료

주계약 신한아이사랑변액유니버설보험 종신 전기납 (20년 예시) 2,000만원 200,000 원

선택특약

어린이입원특약 만원 원

어린이수술특약 만원 원

어린이재해골절치료특약 만원 원

어린이항암치료특약 만원 원

합계 보험료 고액할인 전 200,000 원 고액할인 후 - 원

 * 무배당 신한아이사랑변액유니버설보험은 주계약의 납입기간이 전기납 또는 일시납이며 일정한 한도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 상기 가입내역에서 주계약의 납입기간은 계약자적립금, 해지환급금 등을 나타내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하고자 하는 계획기간을 예시한 것이며, 

   고객님께서 받으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는 월납의 경우 전기납으로, 일시납의 경우 일시납으로 표시됩니다. 

 * 특약보험료는 저렴하며 특약보험기간 만기시 소멸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로 하며, 월납계약의 경우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나이별, 성별, 보험형태, 보험기간, 납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가입내용

▶ 新연금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일정시점에서 보장(특약포함)을 종료 또는 감액하고 이에 따른 해지환급금(특약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유효계약에 한하여 45~80세에서 전환가능합니다. 

    (전환당시 연금전환특약 기초율 적용)

▶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일시납 제외)
구 분 할인율 적용시기

다자녀

가정

종피보험자(확장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2명인 경우 0.5% 계속보험료
(2회보험료 부터)종피보험자(확장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3명 이상인 경우 1.0%

고액계약 월납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시 1.0% 1회보험료 부터

 * 보험료 할인은 주보험료만 해당됨(특약보험료는 해당사항 없음)

 * 최초 계약 체결이후 종피보험자(확장보험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추가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호적, 주민등록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다자녀가정 보험료 할인'을 신청 또는 변경하고, 신청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부터 해당할인율 적용함

    ※ 태아의 경우, 태아를 출산하여 당사에 태아 등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부모의 자녀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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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독립자금

①
보험기간(종신)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①의 사유발생당시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 전(前)이며

살아있는 경우

월  납 : 보험가입금액 50%
일시납 :    기본보험료 5%

교육자금

교육자금지급준비금을 기준으로

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

분할보험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①의 사유발생당시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 이상이며

살아있는 경우

월  납 : 보험가입금액 100% +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일시납 :    기본보험료 10% + 계약자적립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 후 보험기간(종신) 중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월  납 : 보험가입금액 100% + 계약자적립금

일시납 :    기본보험료 10% + 계약자적립금

자녀
암치료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2년이상 1,000 만원
   2년미만 500 만원

경계성종양/상피내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2년이상 200 만원
   2년미만 100 만원

자녀
재해장해
급여금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자녀
재해수술
급여금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 만원

자녀
재해입원
급여금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10,000 원

 * "교육자금지급준비금"이란

    -  월  납 : 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보험가입금액 × 50% + 계약자적립금" 을 말합니다. 
    -  일시납 : 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료 × 5% + 계약자적립금" 을 말합니다.

▶ 주계약 보장내용 (예시)

자녀 26세 미만, 부모 생존시 자녀 26세 이상, 부모 생존시

자녀 26세 미만, 부모 사망시 자녀 26세 이상, 부모 사망시

질병 및 재해 보장

암진단
2년이상 1,000 만원
2년미만 500 만원

재해장해 1,000 만원 × 장해지급률
재해수술 10 만원
재해입원 10,000 원

① 독립자금 :
┌ 월  납 : 보험가입금액 50% ┐

(일시지급)
└ 일시납 : 기본보험료 5%

② 교육자금 :
┌ 월  납 : 보험가입금액 50% + 적립금

(매년 분할지급)
└ 일시납 : 기본보험료 5%    + 적립금

③ 질병 및 재해 보장 : 상동

사망보험금 :
┌ 월   납 : 보험가입금액 100% ┐

+ 적립금
└ 일시납 : 기본보험료 10% ┘

(피보험자 미교체시 : 부모 종신 보장)

피보험자 교체선택

  : 선택시 자녀 종신 보장으로 변경
가입

26세

주계약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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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보장내용
* 아래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어린이
입원특약

입원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게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원

어린이
수술특약

수술
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시 (수술 1회당)

제1종 만원제4종 만원

제2종 만원

제3종 만원제5종 만원

어린이
재해골절
치료특약

재해골절
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진단 확정시 (다만, 치아파절 제외) (골절 1회당)
만원

어린이
항암치료
특약

항암
방사선
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2년이상 만원
   2년미만 만원

 *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종피보험자(확장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에는 삭감 지급합니다.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Ⅰ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하며, 10년(120회 납입)으로 합니다.

▶ 월대체보험료
  * 월납의 경우

    -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 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함

    -  납입일시 중지기간 또는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함 
  * 일시납의 경우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유지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함       
  * 월대체보험료 차감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함

  * 교육자금 지급시 : 교육자금 지급시의 위험보험료 및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를 말하며, 매년 계약해당일에 교육자금에서 공제함

▶ 기본보험료
  * 월납 :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 일시납 : 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시에 납입하는 보험료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단 계약자적립금에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함), 감액 및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 월납의 경우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 : 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  (부가보험료+특약보험료)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 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  수금비(특약의 수금비 포함)
  * 일시납의 경우 : 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  (부가보험료 + 특약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 -  부가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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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적립금" 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사망보험금" 또는 "독립자금과 교육자금지급준비금을 더한 금액"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상기 2항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최저한도로 할 경우 "교육자금지급준비금" 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에서 "독립자금" 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교육자금" 은 "교육자금지급준비금" 을 일자계산에 의해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교육자금 지급기간동안 나누어 매년 계약 해당일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교육자금" 을 지급할 경우에 자녀 암치료비, 자녀 재해장해급여금, 자녀 재해수술급여금, 자녀 재해입원급여금은 교육자금의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다만, 교육자금지급기간 중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자금" 은 지급받는 도중에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지급받는 교육자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더 이상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 교육자금 계산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서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3.0%를,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2.0%를 최저보증합니다.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됩니다. (다만, 교육자금 지급시에는 교육자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계약이 소멸됨.)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나이 26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보험나이가 26세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는 월납 약관 제21조, 
    일시납 약관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보장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합니다.
  *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라 함은 약관 "제7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에 관한 사항" 에 의한 교체 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교체 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장은 교체 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까지이며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보장은 "교체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로 부터 약관이 정한 보장 내용에 따라 보장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에 대한 자녀암치료비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2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Ⅱ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Ⅲ

▶ 추가납입보험료

  * 정의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와는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1만원 이상 1만원 단위)

    -  월   납 : 1년이내에는 연간 납입가능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 1년초과시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일시납 :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까지

  * 월납의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조건 :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 후 추가 납입가능합니다.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 : 납입시점의 해당월 기본보험료(연체시 연체기본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 1회분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월납의 경우)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까지 :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가능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 10만원이상으로 자유납입 가능)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시점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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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은 해지환급금 예시를 위한 가정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표준이율(2009. 4월 현재 4.0%)을 기준으로 3가지 
투자수익률(0%, 표준이율, 표준이율 ×2.0)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투자수익률은 보장하지않으며,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과

년도
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투자수익률 0.0% 가정시 투자수익률 4.0% 가정시 투자수익률 8.0% 가정시

순수익률( -1.2% ) 순수익률( 2.8% ) 순수익률( 6.8% )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환급률

3 개월 0 세 60 53 2,053 0 0.00 2,053 0 0.00 2,053 0 0.00

6 개월 0 세 120 106 2,106 9 8.16 2,107 11 9.18 2,108 12 10.18

9 개월 0 세 180 160 2,159 66 36.91 2,161 69 38.37 2,164 71 39.81

1 년 1 세 240 213 2,212 122 51.22 2,216 127 53.12 2,221 132 55.00

2 년 2 세 480 426 2,421 347 72.33 2,439 364 76.00 2,456 382 79.72

3 년 3 세 720 640 2,628 568 78.97 2,667 607 84.43 2,708 648 90.11

4 년 4 세 960 853 2,831 787 82.00 2,901 857 89.27 2,976 931 97.03

5 년 5 세 1,200 1,065 3,032 1,003 83.59 3,141 1,112 92.68 3,261 1,231 102.65

6 년 6 세 1,440 1,278 3,231 1,216 84.46 3,388 1,373 95.39 3,565 1,550 107.69

7 년 7 세 1,680 1,490 3,426 1,426 84.93 3,641 1,641 97.71 3,889 1,889 112.49

8 년 8 세 1,920 1,702 3,619 1,619 84.36 3,901 1,901 99.02 4,235 2,235 116.43

9 년 9 세 2,160 1,913 3,810 1,810 83.79 4,167 2,167 100.35 4,603 2,603 120.55

10 년 10 세 2,400 2,124 3,997 1,997 83.22 4,440 2,440 101.70 4,996 2,996 124.84

15 년 15 세 3,600 3,234 4,954 2,954 82.05 5,981 3,981 110.60 7,453 5,453 151.49

20 년 20 세 4,800 4,327 5,835 3,835 79.91 7,725 5,725 119.27 10,827 8,827 183.89

25 년 25 세 4,800 4,226 5,508 3,508 73.09 8,441 6,441 134.19 14,075 12,075 251.57

30 년 30 세 4,800 4,175 5,249 3,249 67.69 9,311 7,311 152.32 18,617 16,617 346.19

35 년 35 세 4,800 4,140 5,021 3,021 62.94 10,326 8,326 173.47 24,914 22,914 477.37

40 년 40 세 4,800 4,105 4,806 2,806 58.46 11,486 9,486 197.62 33,611 31,611 658.56

45 년 45 세 4,800 4,066 4,600 2,600 54.18 12,809 10,809 225.19 45,621 43,621 908.79

50 년 50 세 4,800 4,024 4,404 2,404 50.09 14,319 12,319 256.64 62,208 60,208 1254.35

55 년 55 세 4,800 3,977 4,214 2,214 46.13 16,040 14,040 292.50 85,115 83,115 1731.57

60 년 60 세 4,800 3,919 4,026 2,026 42.21 17,998 15,998 333.29 116,746 114,746 2390.56

65 년 65 세 4,800 3,845 3,832 1,832 38.18 20,220 18,220 379.58 160,422 158,422 3300.47

70 년 70 세 4,800 3,744 3,625 1,625 33.86 22,733 20,733 431.93 220,724 218,724 4556.75

75 년 75 세 4,800 3,591 3,379 1,379 28.73 25,551 23,551 490.66 303,963 301,963 6290.89

80 년 80 세 4,800 3,322 3,034 1,034 21.55 28,652 26,652 555.26 418,812 416,812 8683.60

 * 계약이 해지되는 나이는 주계약 환급률이 0%가 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특별계정 투입금액)·운용되고,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운용보수·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기타비용 등 제반비용이 차감됩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이러한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포함)를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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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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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가 26세가 되는 월계약 해당일 전이며 살아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독립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나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교체시는 자녀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미교체시에는 부모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사망보험금은 주계약 가입금액과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는 주계약 약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및 선택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순수보장형 특약의 경우에는 만기시점에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예시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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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에 관한 사항(월납의 경우)
  *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의무납입기간내에 보험료 납입의 일시 중지를 1회 3개월 단위로 최대 12회

    (3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음(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불가)

  * 납입일시중지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에서 연장됨

  * 납입일시 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으로 하며,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선택한 납입중지횟수에서 경과기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납입중지 신청횟수(1회 3개월) 단위로 취소 가능하고,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취)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가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 월납의 경우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 :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금액으로 특약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 일시납의 경우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금액으로 특약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 월납의 경우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 :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 부활(효력회복)시 특약보험료 포함]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이 지난 후 :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 특약보험료 포함]에 특별계정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

  * 일시납의 경우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상당액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시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상당액과 추가납입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함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계약일 이후 1개월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년12회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적립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가능합니다.

  * 인출후 계약자적립금이 월납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미만, 일시납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10%미만이 될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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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쥬르중남미주식형 봉쥬르브릭스플러스주식형

봉쥬르차이나주식형 인차이나코팬주식형

봉쥬르유럽배당주식형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

* 봉쥬르중남미주식형 펀드, 봉쥬르브릭스플러스주식형 펀드, 봉쥬르차이나주식형 펀드, 인차이나코팬주식형 펀드, 봉쥬르유럽배당주식형 펀드, 글로벌멀티

  에셋자산배분형 펀드는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를 통해서 운용되며 Fund Of Funds 라고도 함
*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인덱스펀드의 일종)"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

             해외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국내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나머지>

* 해외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대체투자, 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의 50%이상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우량채권,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채권, 대출및

유동성자산

<나머지>

집합투자증권

(유렵 주식투자 등)

<50%이상 95%미만>

* 유럽지역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의 50%이상 95%미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우량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채권, 대출및

유동성자산

<나머지>
집합투자증권

(인도, 중국, 일본주식 등 투자

및 국내주식투자)
<50%이상 95% 미만>

  일본, 중국, 인도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국내주식 
  및 ETF 등에 자산의 50%이상 95%미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우량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채권, 대출및

유동성자산

<나머지>

집합투자증권

(차이나 주식투자)

<95% 이하>

  중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의 95%이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우량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채권, 대출및

유동성자산

<나머지>

집합투자증권

(중남미 주식투자)

<95% 이하>

  중남미지역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의 95%
  이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우량채권, 대출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채권, 대출및

유동성자산

<나머지>

집합투자증권

(브릭스 주식투자)

<95% 이하>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과 일부 중남미지역, 동유럽지역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의 95%이하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우량채권,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펀드의 종류 및 특징Ⅰ

선택펀드 지수 비율
 *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펀드 자동재배분 주기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되며, 펀드자동 재분배주기 

   도중에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 자동재배분은 매년 4회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 가능하며, 자동재배분 및 

   펀드변경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펀드를 복수로 선택하실 경우 계약자는 지수의 합(선택한 각각의 펀드 편입 비율에 

   지수를 곱한 값의 합)을 70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TOPSSRI주식혼합형 50 60%

TOPS프리미엄주식형 100 20%

봉쥬르브릭스플러스주식형 100 20%

합    계 - 100%

▶ 펀드자동재배분 : 선택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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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95% 이하>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펀드순자산의

95%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과 대출, 유동성 자산등에 5%이상 투자하는 펀드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

<5% 이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95% 이하>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펀드순자산의

95%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과 대출, 유동성 자산등에 5%이상 투자하는 펀드

대출 및 유동성자산

 <나머지 >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

< 95% 이하 >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체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펀드순자산(NAV)의 95%이하 투자하며, 나머지는 대출,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및 유동성자산 등
<50% 이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50% 이하>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펀드순자산의

50%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과 대출, 유동성 자산등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

펀드의 종류 및 특징Ⅱ

▶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펀드명 지수 * 펀드선택

   -  최대5개 한도 내에서 다양하게 선택가능하며, 펀드별 편입비율은 5%단위로 설정

   -  펀드를 복수로 선택할 경우 좌측 표에 의한 지수의 합(선택한 각각의 펀드편입비율에

      지수를 곱한 값) 70이하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함
* 펀드변경 
   -  계약자는 매년1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펀드 변경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회사양식) + 신분증(대리인은 관계서류, 인감증명서, 도장) 
* 펀드 자동재배분 (계약자 신청시)
   -  계약자가 지정한 날(10일, 20일, 말일 중 선택)부터 펀드 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선택)마다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

   -  펀드자동 재배분 주기 선택 및 취소 : 매년 4회 이내로 수수료 없이 신청 가능

   -  펀드자동 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펀드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

   -  신청서류 : 신청서(회사양식) + 신분증 [대리인은 관계서류, 인감증명서, 도장]

봉쥬르중남미주식형 100

봉쥬르브릭스플러스주식형 100

봉쥬르차이나주식형 100

인차이나코팬주식형 100

봉쥬르유럽배당주식형 100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 10

Tops프리미엄주식형 100

Tops펀더멘탈인덱스형 100

TopsSRI주식혼합형 50

Tops채권형 -

Tops프리미엄주식형 Tops펀더멘탈인덱스형

TopsSRI주식혼합형 Tops채권형

 * SRI(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 지속가능투자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요소인 친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 요소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속가능성을 지닌 기업(대표우량주+지속가능성이 우수한 주식)에 투자

 * Tops 펀더멘탈 인덱스형펀드는 시가총액(시장가격)이 아닌 펀더멘탈 가치에 근거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주가지수 
   혹은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으로서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 재무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과 각각의 편입비중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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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표
가입금액 2,000만원, 주피보험자 남자, 35세, 종피보험자 여자, 0세, 주계약 기본보험료 월 20만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5.2%(10,340원)

매월계약관리비용
보험료 납입시 : 기본보험료의 5.0%(10,000원)

보험료 미납시 : 기본보험료의 2.5%(5,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주피보험자] 기본보험료의 0.735% ~ 47.029% (1,470원 ~ 94,058원)

▷[종피보험자] 기본보험료의 0.134% ~ 0.476% (268원 ~ 951원)

특별계정

운용비용

(적립금 대비)

특별계정

운용ㆍ수탁보수
매일

▷봉쥬르 중남미주식형/브릭스플러스주식형/차이나주식형/유럽배당주식형

   : 0.001369863% (年 0.500%)
▷인차이나코팬주식형/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 
   : 0.002191780% (年 0.800%)
▷Tops프리미엄주식형 : 0.002465753% (年 0.900%)
▷Tops펀더멘탈인덱스형 : 0.001643836% (年 0.600%)
▷TopsSRI주식혼합형 : 0.002191780% (年 0.800%)
▷Tops채권형 : 0.001095890% (年 0.400%)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봉쥬르중남미주식형 : 0.000032877% (年 0.012%)
▷봉쥬르브릭스플러스주식형 : 0.000019178% (年 0.007%)
▷봉쥬르차이나주식형  : 0.000049315% (年 0.018%)
▷봉쥬르유럽배당주식형 : 0.000008219% (年 0.003%)
▷인차이나코팬주식형 : 0.000580822% (年 0.212%)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 : 0.000257534% (年 0.094%)
▷Tops프리미엄주식형 : 0.000964384% (年 0.352%)
▷Tops펀더멘탈인덱스형 : 0.000120548% (年 0.044%)
▷TopsSRI주식혼합형 : 0.000684932% (年 0.250%)
▷Tops채권형 : 0.000041096% (年 0.015%)

기초펀드의

보수ㆍ비용
매일

▷봉쥬르중남미주식형 : 0.002986301% (年 1.090%)
▷봉쥬르브릭스플러스주식형 : 0.002767123% (年 1.010%)
▷봉쥬르차이나주식형 : 0.002602740% (年 0.950%)
▷봉쥬르유럽배당주식형 : 0.002479452% (年 0.905%)
▷인차이나코팬주식형 : 0.003123288% (年 1.140%)
▷글로벌멀티에셋자산배분형 : 0.001972603% (年 0.720%)
▷기타 펀드 : 없음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매월

(연금개시 전)

▷해당사항 없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계약자적립금의 0.004166667% (年 0.05%)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 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 위험보험료 : 주피보험자의 경우 가입시점부터 80세까지, 종피보험자의 경우 가입시점부터 26세까지 계약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범위로 
   표시하였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증권의 예탁ㆍ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년도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기초펀드 보수ㆍ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을 직전 회계년도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 2009.04.01~2010.03.31

▶ 해지공제  비용  :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만원) 89 74 59 45 30 15 0
해지공제비율(%) 37.14 15.48 8.25 4.64 2.48 1.03 0.00

 *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입니다. 

▶ 추가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ㆍ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5%

펀드변경수수료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무 료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0.2% (2천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