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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님홍길동 님홍길동 님홍길동 님 을 위한 가입설계서을 위한 가입설계서을 위한 가입설계서을 위한 가입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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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종 류보 험 종 류보 험 종 류보 험 종 류

피 보 험 자피 보 험 자피 보 험 자피 보 험 자

(보험대상자)(보험대상자)(보험대상자)(보험대상자)

배  우  자배  우  자배  우  자배  우  자

적립형

종신개인연금플러스형(100세보증)

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연금개시나이
골드에이지자금골드에이지자금골드에이지자금골드에이지자금

선택비율선택비율선택비율선택비율

채권형II채권형II채권형II채권형II 0%

성장주혼합형II성장주혼합형II성장주혼합형II성장주혼합형II

배당주혼합형II배당주혼합형II배당주혼합형II배당주혼합형II

BRICs스타혼합형IIBRICs스타혼합형IIBRICs스타혼합형IIBRICs스타혼합형II

30%

0%

30%

혼합형II혼합형II혼합형II혼합형II 0%

인덱스혼합형II인덱스혼합형II인덱스혼합형II인덱스혼합형II

팬유러피안혼합형II팬유러피안혼합형II팬유러피안혼합형II팬유러피안혼합형II

아시아퍼시픽아시아퍼시픽아시아퍼시픽아시아퍼시픽
스타혼합형II스타혼합형II스타혼합형II스타혼합형II

0%

0%

0%

가치주혼합형II가치주혼합형II가치주혼합형II가치주혼합형II 40%

대표주혼합형II대표주혼합형II대표주혼합형II대표주혼합형II

알파인덱스혼합형II알파인덱스혼합형II알파인덱스혼합형II알파인덱스혼합형II

5대그룹주 혼합형5대그룹주 혼합형5대그룹주 혼합형5대그룹주 혼합형

0%

0%

0%

※ 상기 설정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분산투입됩니다.

기본 계약내용

펀드편입비율

0%

65세

월납

홍길동 님 35세

*******

※ 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은 계약체결 후부터 연금개시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0%~50%까지 5% 단위)

납 입 주 기납 입 주 기납 입 주 기납 입 주 기

청약시                              0%

변경시

비위험직종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22222222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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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5년형5년형5년형5년형

 매년

 매년

확정연금형확정연금형확정연금형확정연금형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투자수익률 8% 가정시투자수익률 8% 가정시투자수익률 8% 가정시투자수익률 8% 가정시 투자수익률 4% 가정시투자수익률 4% 가정시투자수익률 4% 가정시투자수익률 4% 가정시 투자수익률 0% 가정시투자수익률 0% 가정시투자수익률 0% 가정시투자수익률 0% 가정시

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적립금계약자적립금계약자적립금

20년형20년형20년형20년형

10년형10년형10년형10년형

상속연금형상속연금형상속연금형상속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연금개시시점의

골드에이지자금골드에이지자금골드에이지자금골드에이지자금

생존연금생존연금생존연금생존연금

사망시사망시사망시사망시

일시금일시금일시금일시금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연금액 예시

1,276만원

1억9,398만원 8,014만원 5,400만원

***

2,352만원

1,441만원

866만원

1억8,527만원

***

4,222만원

***

1,226만원

527만원

***

972만원

595만원

357만원

7,654만원

***

1,744만원

***

506만원

355만원

***

654만원

401만원

241만원

5,157만원

***

1,175만원

***

341만원

종신종신종신종신

연금연금연금연금

플러플러플러플러

스형스형스형스형

20년20년20년2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10년10년10년1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신부부형신부부형신부부형신부부형

개인형개인형개인형개인형

개인형개인형개인형개인형

신부부형신부부형신부부형신부부형

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 청약시 0%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 청약시 0%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 청약시 0%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 청약시 0%

15년형15년형15년형15년형 1,740만원 718만원 484만원

(순수익률 6.3%)(순수익률 6.3%)(순수익률 6.3%)(순수익률 6.3%) (순수익률 2.3%)(순수익률 2.3%)(순수익률 2.3%)(순수익률 2.3%) (순수익률 -1.7%)(순수익률 -1.7%)(순수익률 -1.7%)(순수익률 -1.7%)

보증금액부보증금액부보증금액부보증금액부 1,244만원 514만원 346만원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1,135만원

***

469만원

***

316만원

신부부형신부부형신부부형신부부형

개인형개인형개인형개인형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매년***

1,069만원

***

441만원

***

297만원

신부부형신부부형신부부형신부부형

개인형개인형개인형개인형

30년30년30년30년

보증보증보증보증

100세100세100세100세

보증보증보증보증

보증보증보증보증

기간부기간부기간부기간부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33333333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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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연금액 예시 중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이 계약의 종신연금플러스형을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I로 각각 전환하였을 경우 예시금액 입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연금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입니다. 다만, 무배당 연금전환특약III로 

   전환한 경우 확정연금형의 보험기간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 입니다.

※ 납입하신 주계약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는 보장 및 보험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되며, 적립순보험료(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최저사망

   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 만이 상기 투자수익률로 적립됩니다. 

※ 순수익률은 특별계정운용·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상기 연금액은 선택하신 보험료 납입계획을 반영하여 예시된 투자수익률 가정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연금)           %

   <                         기준, 최저보증이율 2.5%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 2.0%)>에 의하여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연금 지급액은 예시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적립형 계약에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한 경우

   2)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공시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선납을 할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을 변경할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골드에이지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한 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골드에이지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골드에이지자금을 기준으로 최종 골드에이지자금 지급일까지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비를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골드에이지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회에 한하여 일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골드에이지자금이 연금개시시점 골드에이지자금의 10%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연금개시시점의 골드에이지자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펀드운용수익률에 관계없이 연금수령자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상세내용은 약관참조)를 최저보증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6%를 부과합니다.

4.7

2010년12월

※ 공시이율이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이후 사망하더라도 종신연금플러스형(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일정부분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연금형은 사망시 일시금을 드립니다.

※ 종신연금플러스형(보증금액부)의 경우 연금개시이후 사망하더라도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액이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신부부형의 경우 연금개시이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상기 연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급부명칭급부명칭급부명칭급부명칭 지 급 사 유지 급 사 유지 급 사 유지 급 사 유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보장내용

주 계 약주 계 약주 계 약주 계 약

주계약주계약주계약주계약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재해로 사망시
+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재해이외로 사망시

1,200만원

600만원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연 0.05%를 부과합니다.

※ 상기 보장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신부부형의 경우 배우자 제외)에 대한 보장으로 보장기간은 연금개시전까지 입니다.

소멸사유

1. 주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신부부형의 경우 배우자 제외)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소멸됩니다.

2. 특약은 해당특약 소멸사유 발생시 소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44444444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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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및 보험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가입금액 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보험기간 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납입기간 보 험 료보 험 료보 험 료보 험 료

주계약주계약주계약주계약 1구좌 종신 15년납 3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보험료 합계 보험료 합계 보험료 합계 보험료 30만원

할인후 보험료할인후 보험료할인후 보험료할인후 보험료 30만원 (할인보험료 : ***)

※ 상기 할인 보험료는 고액할인의 경우만 적용한 보험료이며,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은 기타 세부내용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55555555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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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해지환급금 예시표

환급률환급률환급률환급률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환급률환급률환급률환급률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해지환급금

투자수익률 0% 가정시투자수익률 0% 가정시투자수익률 0% 가정시투자수익률 0% 가정시투자수익률 4% 가정시투자수익률 4% 가정시투자수익률 4% 가정시투자수익률 4% 가정시투자수익률 8% 가정시투자수익률 8% 가정시투자수익률 8% 가정시투자수익률 8% 가정시
특별계정특별계정특별계정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투입금액 누계투입금액 누계투입금액 누계
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납입보험료

경과경과경과경과

기간기간기간기간
환급률환급률환급률환급률

나이나이나이나이

(세)(세)(세)(세)
중도인출중도인출중도인출중도인출 (순수익률 6.3%)(순수익률 6.3%)(순수익률 6.3%)(순수익률 6.3%) (순수익률 2.3%)(순수익률 2.3%)(순수익률 2.3%)(순수익률 2.3%) (순수익률 -1.7%)(순수익률 -1.7%)(순수익률 -1.7%)(순수익률 -1.7%)

3개월 900,000 800,406 00 0.0 00 0.0 00 0.035세 00

6개월 1,800,000 1,600,812 00 0.0 00 0.0 00 0.035세 00

9개월 2,700,000 2,401,218 855,289 31.6 816,695 30.2 777,394 28.735세 00

1년 3,600,000 3,201,624 1,765,411 49.0 1,698,049 47.1 1,629,895 45.236세 00

2년 7,200,000 6,402,780 5,535,678 76.8 5,269,299 73.1 5,006,647 69.537세 00

3년 10,800,000 9,603,396 9,523,441 88.1 8,915,341 82.5 8,331,069 77.138세 00

4년 14,400,000 12,803,292 13,742,016 95.4 12,637,694 87.7 11,603,851 80.539세 00

5년 18,000,000 16,002,408 18,205,670 101.1 16,438,034 91.3 14,825,795 82.340세 00

6년 21,600,000 19,200,612 22,929,480 106.1 20,318,003 94.0 17,997,614 83.341세 00

7년 25,200,000 22,397,784 27,929,472 110.8 24,279,290 96.3 21,120,022 83.842세 00

8년 28,800,000 25,593,792 32,965,510 114.4 28,066,469 97.4 23,936,567 83.143세 00

9년 32,400,000 28,788,564 38,312,864 118.2 31,938,499 98.5 26,705,130 82.444세 00

10년 36,000,000 31,982,040 43,990,798 122.1 35,897,251 99.7 29,426,449 81.745세 00

11년 39,600,000 35,383,908 50,236,507 126.8 40,156,957 101.4 32,309,107 81.546세 00

12년 43,200,000 38,784,168 56,868,241 131.6 44,511,886 103.0 35,142,320 81.347세 00

13년 46,800,000 42,182,688 63,909,827 136.5 48,964,070 104.6 37,926,778 81.048세 00

14년 50,400,000 45,579,228 71,386,461 141.6 53,515,479 106.1 40,663,054 80.649세 00

15년 54,000,000 48,973,656 79,320,693 146.8 58,163,915 107.7 43,347,496 80.250세 00

16년 54,000,000 48,921,792 84,190,725 155.9 59,433,677 110.0 42,576,204 78.851세 00

17년 54,000,000 48,867,420 89,360,486 165.4 60,729,777 112.4 41,815,223 77.452세 00

18년 54,000,000 48,810,312 94,848,361 175.6 62,052,596 114.9 41,064,166 76.053세 00

19년 54,000,000 48,750,360 100,673,974 186.4 63,402,617 117.4 40,322,744 74.654세 00

20년 54,000,000 48,687,276 106,858,010 197.8 64,780,181 119.9 39,590,524 73.355세 00

21년 54,000,000 48,620,904 113,422,543 210.0 66,185,738 122.5 38,867,177 71.956세 00

22년 54,000,000 48,550,872 120,390,822 222.9 67,619,557 125.2 38,152,194 70.657세 00

23년 54,000,000 48,476,880 127,787,606 236.6 69,081,979 127.9 37,445,138 69.358세 00

24년 54,000,000 48,398,640 135,639,192 251.1 70,573,350 130.6 36,745,575 68.059세 00

25년 54,000,000 48,315,684 143,973,327 266.6 72,093,848 133.5 36,052,910 66.760세 00

26년 54,000,000 48,227,460 152,819,403 282.9 73,643,576 136.3 35,366,474 65.461세 00

27년 54,000,000 48,133,368 162,208,572 300.3 75,222,575 139.3 34,685,552 64.262세 00

28년 54,000,000 48,032,604 172,173,715 318.8 76,830,688 142.2 34,009,240 62.963세 00

29년 54,000,000 47,924,208 182,749,599 338.4 78,467,597 145.3 33,336,499 61.764세 00

30년 54,000,000 47,807,112 193,983,618 359.2 80,143,452 148.4 32,676,780 60.565세 00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중도인출금은 실제 중도인출 가능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인출가능금액(기타세부내용안내 ‘중도인출’ 참조) 초과시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중도인출금은 해당 시점이 경과한 직후에 인출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해당 경과기간의 해지환급금은 해당 경과기간 중도인출금을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66666666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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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갱신형 특약을 가입한 경우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최초계약이후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갱신될 경우 상기 예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투입금액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특약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주계약보험료에서 수금비를 차감한 금액)를 적립한 후, 특별계정 운용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월공제액(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사업비(수금비 제외),  위험보험료)등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순수익률은 특별계정운용·수탁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선택하신 보험료 납입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부가특약의 해지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적립형 계약에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한 경우

    2)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운용수익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선납을 할 경우 또는 보험료 납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 상기 해지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운용에 따른 제반 수익과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개시시의 해지환급금은 1차년도 연금액 및 골드에이지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플러스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불가) 주계약의 연금개시이전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특약의 해지환급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상기 예시는 투자수익률이 0%, 4%, 8% 로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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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77777777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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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표

기본 비용 및 수수료기본 비용 및 수수료기본 비용 및 수수료기본 비용 및 수수료
(기준 : 남자 35세, 65세 연금개시, 15년납, 기본보험료 30만원)

주) 1. 보험관계비용·특별계정운용비용·보증비용 및 해지공제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수령기간중비용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만 차감되는 비용임

      2.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

                                                     (2009.4.1 ∼ 2010.3.31)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3. 특별계정 운용·수탁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은 현재 선택한 펀드의 운용·수탁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범위에 대한 것으로 펀드별 

         상세내용은 펀드의 종류 및 비용 참조

      4. 기초펀드보수·비용 :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은 특별계정 운용보수에서 충당하므로 추가비용 없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보험관계비용

특별계정운용비용

(펀드별 상세내용 주3 참조)

보증비용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해지공제

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시기시기시기시기 비  용비  용비  용비  용

위험보험료

특별계정

운용·수탁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해지에 따른 페널티

매월

매일

사유발생시

매일

매월

매월

연금수령시

해지시

     연금연액의 0.5%

기본보험료의 0.236% ~ 2.586% (708원 ~ 7,758원)

적립금의 0.001643836% ~ 0.002739726%(연 0.6% ~ 연 1.0%)

적립금의 연 0.051% ~ 연 0.475%

적립금의 0.05%(연 0.6%)

적립금의 0.004166666%(연 0.05%)

--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 미만 : 기본보험료의 5.8% (1만7,490원)

15년 미만 : 기본보험료의 5.0% (1만5,000원)

15년 이후 : 기본보험료의 0.7% (2,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아래 도표 참조

경과시점경과시점경과시점경과시점 1년1년1년1년 2년2년2년2년 4년4년4년4년

154만원 129만원 77만원해지공제금액

해지공제 비용해지공제 비용해지공제 비용해지공제 비용

3년3년3년3년

103만원

5년5년5년5년

51만원

6년6년6년6년

26만원 0원

7년이상7년이상7년이상7년이상

주)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

42.9% 17.9% 5.4%해지공제비율 9.5% 2.9% 1.2% 0%

주) 해지공제비율 = 
해지공제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88888888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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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및 수수료추가 비용 및 수수료추가 비용 및 수수료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시기시기시기시기 비  용비  용비  용비  용

추가납입 관계비용

중도인출수수료

펀드변경수수료

펀드자동재배분

골드에이지자금

관계비용

계약유지·관리비용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자동재배분에 따른 비용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중도인출시

펀드변경시

펀드자동재배분시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종 골드에이지자금

수령시까지 매월

  · 추가납입보험료의 2.5%

  ·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에서 부과가능

  · 현재는 인출금액의 0.1%(2,000원 한도)를 부과하고 있음

  · 펀드변경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5,000원한도)에서

    부과가능

  ·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 펀드자동재배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5,000원한도)

    에서 부과가능

  ·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연금개시시점 골드에이지자금의 0.005%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99999999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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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종류 및 운용수수료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10101010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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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펀드별 보험료 

     편입비율과는 별도로 계약자적립금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펀드변경시 수수료는 향후 계약자적립금의 0.1%이내(5,000원 한도)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펀드변경펀드변경펀드변경펀드변경

   - 투자성과에 따라 변동된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6개월,12개월 단위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마다 계약자가 정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되는 기능을 말하며 보험년도 기준 연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펀드자동재배분시 수수료는 향후 계약자적립금의 0.1%이내(5,000원 한도)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펀드자동재배분펀드자동재배분펀드자동재배분

선택 가능한 자산운용옵션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11111111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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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제도조기연금제도조기연금제도조기연금제도

- 추가납입은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연금개시나이-7)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회 5만원이상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형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 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거치형 : 총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00% 

추가납입추가납입추가납입추가납입

- 인출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 인출가능시기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
- 인출가능금액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의 50%이내.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적립형은 1구좌당 300만원 미만, 
   거치형은 일시납보험료의 20%미만인 경우 인출불가
- 상기 중도인출가능금액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중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에서「납입 유예기간 중 잔존 납입유예월수 × 기본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 현재는 인출금액의 0.1%(2,000원 한도)를 부과하고 있음

중도인출중도인출중도인출중도인출

기타 세부내용 안내

-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기본보험료(특약 부가시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선납이 가능합니다.
-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일반계정에서 예정이율로 적립되고(특약보험료 제외),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
   (당월 기본보험료의 이자 포함)만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잔여 선납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예정이율로 적립됩니다.

선납보험료(적립형)선납보험료(적립형)선납보험료(적립형)선납보험료(적립형)

조기연금제도조기연금제도조기연금제도조기연금제도

- 납입유예란 납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며, 보험계약일로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절반(다만, 10년납 이상은 5년)이 

   경과한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인 계약과 무배당 납입면제특약 이외의 선택특약이 부가된 계약은 납입

   유예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1회 신청 가능한 납입유예가능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횟수와 관계없이 5년납은 최대 24개월, 5년납 초과는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입유예 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 특약의 해지환급금 제외)

                                                                             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

-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의 합계액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 경우, 최종 보험료 납입이 완료될 날의 다음달 계약해당일(이하 “납입기간 종료일”)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적립형)보험료 납입유예(적립형)보험료 납입유예(적립형)보험료 납입유예(적립형)

Min ( , 12개월)

-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일(다만, 3년납 및 거치형은 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V-dex형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V-dex형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V-dex형의 계약내용을 따릅니다.

보험 종목의 변경보험 종목의 변경보험 종목의 변경보험 종목의 변경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12121212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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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보험료 할인보험료 할인보험료 할인

적립형적립형적립형적립형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이상인 경우

거치형거치형거치형거치형

(일시납)(일시납)(일시납)(일시납)

주계약 기본보험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 3억원 이상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3억원 이상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3억원 이상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3억원 이상인 경우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 상기 보험료 할인은 특약보험료도 포함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미만인 경우주계약 기본보험료 5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할인율최대할인율최대할인율최대할인율

할 인 율할 인 율할 인 율할 인 율

단체취급단체취급단체취급단체취급고액할인고액할인고액할인고액할인

--

1.0%
0.7%

1.2%

1.5%

0.3%

0.5%
--

1.0%

1.7%

2.2%

2.5%

0.3%

0.5%

제도성특약

(무)연금전환특약III(무)연금전환특약III(무)연금전환특약III(무)연금전환특약III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1 - 골드에이지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연금전환특약III의 연금지급형태(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연금전환특약II(무)연금전환특약II(무)연금전환특약II(무)연금전환특약II

   - (무)연금전환특약II의 생존연금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 (무)연금전환특약II는 계약일로부터 5년(다만, 거치형은 3년)이상 경과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보험금 수령일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 전환전계약 사망보험금

      (특약의 사망보험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전환신청은 전환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40세~80세인 경우 가능하며 전환 후부터 연금개시전까지 

      거치기간은 최대 5년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나이는 45세~80세입니다.

   - (무)연금전환특약II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전환전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다만, 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 (무)연금전환특약II는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 본 가입설계서는 총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번호 :                                             ,      /      ]14141414 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20101223111220648-11652 13131313 14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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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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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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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세제혜택세제혜택세제혜택

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예금자보호안내

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배당에 관한 안내

■ 보험가격공시실, 상품공시실, 변액보험공시실 및 ■ 보험가격공시실, 상품공시실, 변액보험공시실 및 ■ 보험가격공시실, 상품공시실, 변액보험공시실 및 ■ 보험가격공시실, 상품공시실, 변액보험공시실 및 

자산연계형상품공시실 : www.korealife.com(당사홈페이지) 자산연계형상품공시실 : www.korealife.com(당사홈페이지) 자산연계형상품공시실 : www.korealife.com(당사홈페이지) 자산연계형상품공시실 : www.korealife.com(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

간 1년미만인 경우에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

로 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

하신 경우, 납입유예기간 동안은 보험료의 납입을 하지 않더라

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주계약 

연단위 복리 3.25%, 특약 연단위 복리 4.0%입니다. 다만, 동 

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상품요약서(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참조)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보험의 납입보험료 중 주계약보험료는 특약보험료와 달리 

보험회사 파산 등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분리되어 건전하게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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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계약이 

유지된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불편사항 및 분쟁(민원)이 있을 경우, 먼저 

우리회사 홈페이지(www.kore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지역번호-1332)나 

생명보험협회(서울 02)2262-6565, 부산 051)669-7501, 대구 

053)427-8051,광주 062)350-0114, 대전 042)242-7002, 원주 

033)761-9672, 전주 063)252-5946)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가입설계서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와 운용설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펀드)의 운용현황은 당사 홈페이지의 

변액보험공시실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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