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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정보

계약자
25세여성님
(25세,여)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25세여성 님
(25세,여)

연금지급개시
나이
80세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납입주기

보험료(원)

월납

200,000

계약사항

구분
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계약
주계약
500
종신
15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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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시 교보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1종(종합형) 및 3종(상해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10년보증)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원)
200,000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나이
25세 ~ 39세

보험료
200,000

※ 나이변경일 : 2011년 11월 05일

나이

보험료

※ 나이변경 후 가입시 보험료 : 200,000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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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단위: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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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동재배분 선택 및 펀드 편입비율

자동재배분(Auto Rebalancing) 선택여부
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Average) 선택여부 및 선택기간
블루칩주식혼합형
배당주식혼합형
펀드명
20%
20%
펀드편입비율
파워브릭스인덱스혼합형
펀드명
15%
펀드편입비율
선택안함
목표수익률 설정여부

선택안함
선택안함
인덱스100혼합형
30%

아시아퍼시픽혼합형
15%

※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평가수익률이 해당 목표수익률 이상 도달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자동으로 일반계정으로 전환되어 운용
펀드의 종류 및 특징 /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

※ 상기 투자대상은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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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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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 있습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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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예시

(공시이율 : 2011년 07월 4.7 % 기준 단위:만원)

투자 연금개시
개인연금형
수익률 시점의
10년
일시금 보증 20년
보증
0% 3,600 303 260
4.0% 10,020 845 726
8.0% 63,488 5,359 4,600
○ 연금분할 선택시 수령 예상액
투자수익률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부부연금형(50%형) 부부연금형(100%형)
10년 20년 10년 20년 5년 10년 15년 20년 연금 사망시
보증
보증
보증
보증
수령액
296
260
290
260 783 436 322 267 160 3,438
826
725
807
724 2,181 1,215 898 744 447 9,570
5,236 4,594 5,118 4,588 13,820 7,700 5,695 4,719 2,835 60,638
선택안됨

선택안됨

(단위:만원)

0%

4.0%

8.0%

※ 연금분할선택시 금액은 종신연금형은 개인연금형/20년 보증형, 확정연금형은 20년형 기준입니다.
※ 상기 금액은 노후자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 연금개시 시점의 일시금 및 상속연금의 사망시 수령액에는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계약의 해지이므로 주계약과 특약 모두 해지됩니다.
※ 상기 금액은 펀드의 투자수익률 연 0%, 4.0%, 8.0% (비용차감전 기준)를 가정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공시이율4.7%
(2011년08월)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펀드의 실제투자수익률 및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계약자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였더라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평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 도달하지않는 경우 일반계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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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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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또는20년) 이후의 연금액은
최종 보증지급한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부연금형의 경우 남자가입 최저연금개시나이는 48세입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및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적용되는「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미만 경과시에는 연복리 2.5%, 10년이상 경과시에는 연복리 2.0%로 합니다.)
※「책임준비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체결시 연금지급 형태는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10년보증)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4 / 14 -

무배당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Ⅱ(기본형,개인 월납 1형)

가입설계번호 : 00958101110730135009

보장내역
보장금액(단위:원)

주계약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사망시
5,000,000
※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해 매일
변동됩니다.
※ 계약소멸
- 연금지급개시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 연금지급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모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계약자가 연금지급 연기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연기기간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봅니다.
※ 연금지급 연기기간 중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두 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가장 긴 보험기간을 이 계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하며, 선택한 구성비율에 따라
계산된 생존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지급 안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생존연금 지급
①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10년, 20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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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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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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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Ⅱ(기본형,개인 월납 1형)

가입설계번호 : 00958101110730135009
(단위 : 만원)

투자수익률 0.0%가정
투자수익률 4.0%가정
투자수익률 8.0%가정
경
(순수익률
-1.5%)
(순수익률
2.5%)
(순수익률 6.5%)
과
사망 가입금액 계약자
사망 가입금액 계약자
사망
년 가입금액 계약자
적립금 보험금
적립금 보험금
적립금 보험금
5년
500
1,030
1,530
500
1,138
1,638
500
1,257
1,757
10년
500
1,986
2,486
500
2,423
2,923
500
2,971
3,471
15년
500
2,943
3,600
500
3,952
4,452
500
5,394
5,894
20년
500
2,710
3,600
500
4,438
4,938
500
7,327
7,827
25년
500
2,493
3,600
500
4,986
5,486
500
9,962 10,462
30년
500
2,291
3,600
500
5,604
6,104
500 13,554 14,054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납입보험료
600,000
1,200,000
1,800,000
2,4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12,000,000
14,400,000
16,800,000
19,200,000
21,600,000
24,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특별계정
투입금액누계
투입금액누계
535,302
1,070,604
1,605,906
2,141,208
4,282,416
6,423,564
8,564,664
10,705,716
12,846,672
14,987,520
17,128,224
19,268,724
21,409,032
32,851,008
32,647,440
32,435,976
32,213,004
31,967,928
31,691,712

투자수익률 0.0%가정
(순수익률 -1.5%)
해지환급금 환급률(%)
0
0.0
0
0.0
470,844
26.2
1,043,790
43.5
3,315,767
69.1
5,556,359
77.2
7,766,055
80.9
9,945,329
82.9
12,094,596
84.0
14,214,303
84.6
16,124,864
84.0
18,006,665
83.4
19,860,156
82.8
29,433,335
81.8
27,103,235
75.3
24,937,314
69.3
22,919,685
63.7
21,028,973
58.4
19,246,806
53.5

투자수익률 4.0%가정
(순수익률 2.5%)
해지환급금 환급률(%)
0
0.0
0
0.0
497,150
27.6
1,089,423
45.4
3,491,828
72.7
5,948,457
82.6
8,460,658
88.1
11,029,800
91.9
13,657,237
94.8
16,344,392
97.3
18,912,701
98.5
21,543,611
99.7
24,238,676 101.0
39,523,921 109.8
44,384,589 123.3
49,866,997 138.5
56,048,612 155.7
63,009,617 175.0
70,842,602 196.8

(기준:계약사항참조, 단위:원)

투자수익률 8.0%가정
(순수익률 6.5%)
해지환급금 환급률(%)
0
0.0
0
0.0
522,984
29.1
1,134,526
47.3
3,670,389
76.5
6,356,558
88.3
9,202,653
95.9
12,218,894 101.8
15,416,107 107.1
18,805,849 111.9
22,220,390 115.7
25,852,762 119.7
29,716,904 123.8
53,940,785 149.8
73,273,688 203.5
99,623,586 276.7
135,540,599 376.5
184,496,159 512.5
251,230,041 6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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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2영업일」
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시 및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주계약 및 특약을 합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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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8.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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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익률입니다.
※ 계약자가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경우 상기 예시금액은 평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 도달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일반계정 전환 후
공시이율 4.7%(2011년08월) 기준이며, 공시이율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달라집니다.(최저보증이율 : 가입후 10년 미만 2.5%, 10년 이후 2.0%)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평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 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더라도 일반계정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10년 이내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세금 공제전 기준입니다. 10년 이내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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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Ⅱ(기본형,개인 월납 1형)

가입설계번호 : 00958101110730135009

상품세부내용안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부부계약의 경우는 후사망자에 대해서만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리며,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비용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05%)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주계약 납입보험료의 100%를 최저보증해드립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비용 :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6%)

지정인출금액 보증

가입 10년 경과 후에 신청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가능금액 범위에서 고객이 원하는
인출금액을 향후 적립금의 변동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시기로부터 매년 1회씩 10회 보증지급합니다.
(보증비용 : 매년 지정인출적립금의 0.5%)

보험료 납입시 처리사항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에「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및「이체금액」: 월납계약 - 약관 제16조 참조

추가납입보험료

● 추가납입 가능기간 : 계약일 1개월 경과후 ~ 연금지급 개시 만 5년전
(3년납의 경우는 연금지급개시시점 만 7년, 4년납의 경우는 연금지급개시시점 만 6년)
● 추가납입 총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1년 경과시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업비가 공제됩니다.

펀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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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인출

● 인출 가능기간 : 계약일 1개월 경과후부터 연금지급 개시전까지
● 인출 가능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
● 인출 가능금액 : 1회당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다만,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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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반계정 전환시「인출신청일」에 지급합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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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Ⅱ(기본형,개인 월납 1형)

가입설계번호 : 00958101110730135009

상품세부내용안내

해지계약 부활(효력회복)

부활시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을「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미납된 월공제액 공제) 단,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 등 유형별로 처리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및「이체금액」: 월납 약관 제16조 참조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주계약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배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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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분할투자(Dollar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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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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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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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자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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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청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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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세부내용안내

일반계정(공시이율형 일반연금)으로 전환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제도로서
전환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목표수익률 설정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목표수익률(150%, 180%, 200%) 설정시 -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평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 도달시 자동전환
※ 목표수익률 미설정시 -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평가수익률이 130%이상 도달시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환
● 전환가능 계약
- 계약일부터 10년이상 경과 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유효 계약
- 평가일 현재 지정인출금액 보증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계약
-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경우 평가 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을 상회하는 계약
약- 목표수익률을 미설정한 경우 평가일 현재 평가수익률이 130% 이상이고 계약자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신청한 계
● 전환일
- 목표수익률 설정시 : 평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을 상회하는 평가일
- 목표수익률 미설정시 : 평가수익률이 130% 이상인 계약으로 전환신청일 + 제2영업일
● 평가일
- 목표수익률 설정시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매월 계약해당일.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 목표수익률 미설정시 :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의 운용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 신청한 날입니다.
● 목표수익률 설정, 변경 및 취소 : 일반계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효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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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일 현재 지정인출금액 보증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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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0,15,20년납,연금개시-5세납(5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시시점도 자동연장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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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형태

● 가입시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10년보증형]으로 정해지며, 계약변경에 의해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가능한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10년 또는 20년 보증]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50%형, 100%형),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확정), 상속연금형
※ 종신연금형 부부형 선택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두 가지의 연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형태의 구성 비율(10%단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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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세부내용안내

연금개시 나이 변경에 관한 사항

● 가입시 정한 연금개시 나이는 회사 기준에 부합할 경우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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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꼭 확인하세요
(무)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Ⅱ
(무)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Ⅱ은?

이 보험은
선택하신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가입하시기 전에
펀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담당 컨설턴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고객님께서 직접 펀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

프라임플러스
변액연금보험Ⅱ

이 보험계약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중
보험료중
보험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
보험계약체결,, 유지비 등(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선택하신 펀드
(특별계정)에 투자, 운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 소요됩니다.
소요됩니다.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됩니다.

1.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는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투자ㆍ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계약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특별계정 투입금액)을 선택하신 펀드로 투입하여 투자ㆍ운용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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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비용이 차감된 수익률(가격)입니다. 고객께서 가입하신 계약의 개별 수익률은 보험료 납입시점과 펀드변경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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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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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적립금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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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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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표

○ 기준 : (기본형,개인 월납 1형), 가입금액 500만원, 1.0구좌,
여자 25세, 8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15년, 기본보험료 월 200,000원
1. 보험관계 비용
구분
목적
시기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6.20%(12,400원)
납입기간 이내 : 기본보험료의4.50%(9,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보험관계 비용
납입기간 이후 : 기본보험료의1.50%(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8300% ~ 5.87700% (166 ~ 11,754원)

※ 상기 보험관계비용은 주계약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 위험보험료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며, 연령증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2. 특별계정운용비용

구분
그로스혼합형
블루칩주식혼합형
배당주식혼합형
인덱스100혼합형
안정혼합형
파워인덱스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아시아퍼시픽혼합형
파워브릭스인덱스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특별계정 운용ㆍ
운용ㆍ수탁보수
(매일)
(연)
0.002191781%
0.8%
0.001643836%
0.6%
0.001643836%
0.6%
0.001643836%
0.6%
0.002191781%
0.8%
0.002191781%
0.8%
0.001917808%
0.7%
0.002739726%
1.0%
0.002191781%
0.8%
0.00109589%
0.4%
0.000821918%
0.3%

증권거래비용 및
기초펀드의
기타비용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연기준) (사유발생시, 연기준)
0.533623%
없음
0.479107%
없음
0.108026%
없음
0.004681%
없음
0.382507%
없음
0.002532%
없음
0.002976%
없음
0.016947%
없음
0.004778%
없음
0.012485%
없음
0.014704%
없음

※ 상기 비용은 펀드적립금에 대한 비용입니다.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기초펀드 기타비용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결제비용 등 특별계정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단, 펀드 설정 이후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 설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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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ㆍ수탁보수 이내에서 처리합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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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비용 및 추가비용

구분

보증비용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해지공제
추가납입보험료
펀드변경수수료
중도인출수수료

목적
시기
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매월(연금개시전)
적립금의 0.05000000% (연 0.6%)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매월(연금개시전)
적립금의 0.004166667% (연 0.05%)
지정인출금액 보증 매월(연금개시전) 지정인출적립금의 0.041666667% (연 0.5%)
(선택시)
연금수령기간 중의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관리비용
노후자금 관리비용
매월(선택시)
노후자금의 0.005%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
계약유지ㆍ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5%
펀드변경에 따른 비용
펀드변경시
1회당 펀드변경적립금의 0.1% 범위 이내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1회당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적은 금액

※ 펀드변경수수료는 2011년 07월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해지공제금(만원)
해지공제금(만원)
해지공제비율(%)
해지공제비율(%)

1년
108
45

2년
90
18.8

3년
72
10

4년
54
5.6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액)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 비율입니다.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5년
36
3

6년
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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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7년이상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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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
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
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
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
하셔야 합니다.
● 세제혜택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이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특약보험료에 대해
하며(청약서에 기재),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나 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
다음과 같습니다.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 ● 해지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다.
없을 수 있습니다.
● 컨설턴트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 보험계약과 관련
는지 확인하십시오. (책임보상제도 운영)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시 약
이 자료는 상품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 받지 못한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제시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또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홈페이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kyobo.co.kr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
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3.75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 특약 연복리 4.0％입니다.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kyobo.co.kr)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은
또는 콜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이 계약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생명보험협회(2262-6600, www.klia.or.kr)
● 배당에 관한 안내
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상담,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
교보생명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1588-1001
전국 고객 PLAZA
※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교보콜센터 및
고객PLAZ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검 1-0811-11
상품지원팀(2009.04)
※ 이 가입설계서는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번호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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