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무배당

소중(少重)한통합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2001

1종 (평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2종 (체감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다만, ‘기본형’의 경우 보험종목의 명칭을 “무배당 소중(少重)한통합종신보험 

2001”로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1종 (평준형) 2종 (체감형)

종신

5년납 만 15세 ~ 72세 만 15세 ~ 59세

월납

7년납 만 15세 ~ 70세 만 15세 ~ 59세

10년납 만 15세 ~ 67세 만 15세 ~ 59세

15년납 만 15세 ~ 63세 만 15세 ~ 59세

20년납 만 15세 ~ 59세 만 15세 ~ 54세

55세납 만 15세 ~ 45세 만 15세 ~ 45세

60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5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70세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59세

75세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49세

80세납 만 15세 ~ 58세 만 15세 ~ 36세

다만, 5년납의 경우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및 ‘기본형’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의 영업보험료

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3.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4.0%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5.0%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

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범위 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

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

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해지환

급금 일부지급형(70%)’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이다.

나. ‘가’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

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해지환

급금 일부지급형(7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지환급

금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70%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하다.

라.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

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한다.

마.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 참조)에서 정한 사

항을 확인 받는다.

14.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

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이하 “생활설계자금”이라 한다)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증

권을 다시 교부하며, 생활설계자금 신청내역 및 사망보험금 변경내용 등을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다. ‘가’의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1회 지급하며, 생활

설계자금의 지급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설계자금은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

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 생활설계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

다.

① 정액 지급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정액의 생활설계자금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

② 정액 감액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생활설

계자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정액으로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이 계

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정

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생활설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2)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의 신청일을 포함하여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월의 생활설

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생활설계자금을 지

급한다.

(3) 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생활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사망

한 이후에 지급된 생활설계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그 생활설

계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마.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의 지급 중지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중단하고 생활설계자금

도 지급하지 않는다.

바.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보험계약대출을 

신청 할 수 없다.



15.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은 4,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이하 “연금전환특약”이라 한다)의 보험료

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3) 다만,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종

신연금형,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경우 

‘(2)’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

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한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마.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

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예시 기준 : 1종(평준형),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기본형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98,500 106,000 114,000 124,000 

2.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만원)

경과

기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기본형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70%)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0 0.0% 0 0.0% 0 0.0% 0 0.0%

2년 32 13.4% 53 20.7% 74 27.0% 105 35.4%

3년 72 20.4% 121 31.6% 169 41.2% 242 54.1%

5년 157  26.5% 261  41.0% 365  53.4% 522 70.2%

10년 361  30.6% 602  47.4% 843  61.6% 1,205 81.0%

19년 768 34.2% 1,280 53.0% 1,792 68.9% 2,560 90.5%

20년 2,729  115.4% 2,729  107.3% 2,729  99.7% 2,729 91.7%

30년 3,336  141.1% 3,336  131.1% 3,336  121.9% 3,336 112.1%

50년 4,443 187.9% 4,443 174.6% 4,443 162.4% 4,443 149.3%

  * 상기 환급률은 고액계약 할인을 반영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입니다.

※ 동 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설명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음영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 ○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본형’ 대비 50%인

 ‘해지환급형 일부지급형(50%)’을 선택하였습니다.

- 다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70%)’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 위의 비교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

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설계사 :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본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에 해지 시 ‘기본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설계사 ○ ○ ○(으)로부터는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서명)

친권자 :                        (인/서명)

친권자 :                        (인/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