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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교안내자료는 여러 회사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료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하여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형계약

※	기본보험금액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5%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	×	105%”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적립형계약

※	기본보험료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사망보험금은	전환시점	보장형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최고한도로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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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여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장형계약

사망보험금 사망시

기본보험금액

적립형계약 기본보험료의 10배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가입안내

무배당 10년의 약속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1704)

보험의 세목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주계약

보장형계약

종신
5,	7,	10,	15,	20,	25,	30년납
50,	55,	60,	65,	70,	80세납

만	15세~70세 월납

적립형계약 만	15세~77세(전환시점의	나이) 수시납

※	적립형	계약은	보장형계약을	전환시에만	가능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보험료 예시 기준	:	보장형계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	월납	(단위	:	원)

구 분 연 령 주계약

남자

30세 178,868

40세 228,920

50세 297,208

여자

30세 157,528

40세 198,462

50세 256,371

※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변경되며,	상기	주계약보험료는	고액계약할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03



무배당 10년의 약속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1704)

해지환급금 예시

해지환급금 예시

※	이	보험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최저보장	보증비용(가입후	10년이내	: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25%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2.0%,	가입후	10년	초과	: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15%+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특별계정으로	투입	운용되고,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운용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비용이	차감됩니다.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	

	 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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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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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0%	,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3%	및	동	이율의	1.5배인	4.5%	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	

	 율입니다.

※	보험료는	 가입금액,	 가입나이,	 성별	 등에	 따라	 변경되며,	 상기	 주계약보험료는	 고액계약할인,	 장기납입계약할인,	 장기유지운용보수	 우대서비스가	 반	

	 영되어	있습니다.

기준	:	보장형계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20년	월납,	채권형	100%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누계

투자수익률 0% 가정시 투자수익률 3% 가정시 투자수익률 4.5% 가정시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747,040 0 0.0% 0 0.0% 0 0.0%

3년 8,241,120 3,260,437 39.6% 3,492,993 42.4% 3,611,933 43.8%

5년 13,735,200 7,194,893 52.4% 7,824,096 57.0% 8,155,488 59.4%

10년 27,399,600 22,547,339 82.3% 22,547,339 82.3% 22,547,339 82.3%

15년 40,993,200 30,284,477 73.9% 34,474,195 84.1% 36,748,482 89.6%

20년 54,516,000 37,384,809 68.6% 47,623,439 87.4% 53,746,327 98.6%

30년 54,516,000 27,692,146 50.8% 53,728,856 98.6% 73,045,774 134.0%

40년 54,516,000 3,348,647 6.1% 53,678,140 98.5% 101,614,500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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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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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관리비용 및 최저보장 보증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되며,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
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본보험금액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 적립금 × 
105%’ 중 가장 큰 금액 을 지급하며,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주계약 및 해당특약) 
(아래 기재된 유의사항은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 진단으로 인한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일 이후 고지혈증, 
당뇨병 과 인과관계 있는 사유로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
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보험가입 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 로 볼 수 없음)

②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관련 사례 

A씨는 B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씨가 
사망해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③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A씨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보험사고일로부
터 3년 이 한참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
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투자성향에 따른 펀드선택, 변경으로 
개인별 투자플랜 설계가능

투자성향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펀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고객의 투자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10년시점 최저계약자적립금 보증

펀드수익률이 악화될 경우에도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예정이율 3%로 적립한 예정적립금을 최저계약자적립금 
으로 보장해드립니다. (단, 가입 10년시점에 한함)

2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전환제도

계약전환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의 보장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안내장 및 약관 참고 

4

동부생명의 
전문 헬스케어서비스Healthcare Service 제공
(단, 가입기간 10년동안 제공되며 주계약 5,000만원 이
상의계약에 한함)

※헬스케어서비스는 제휴사를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로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무)10년의 약속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나와	가족모두의	평생행복에	투자하세요.

추가납입도 든든한 
보증기능 부여 (단, 가입 10년시점에 한함)

추가납입으로 인해 늘어난 예정적립금을 10년 시점에 
보증해드립니다.
※추가납입금액에 대한 수수료 : 추가납입보험료 총사업비로 
“추가납입보험료의 2%”를 공제 (그 중 1%는 적립액에 가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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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주계약 1억원, 40세 남자, 20년납, 채권형 100%, 투자수익률 3%

10년시점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전환제도 활용예시

1억

가입 종신

자녀 6,233만원 보장 + α

본인 5,000만원 보장 + α
사망보험금

10년시점
자녀계약전환

자녀 보장
(금리연동형종신)

본인 보장
(변액종신)

※	가입시	기준으로	유지하시다가,	10년	시점에	지급받을	중도선지급금으로	15세	딸에게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계약전환시	자녀	보장이	추가되는	도해입니다.
※	본	도해에	대한	상세내용은	상품안내장	및	약관	참고.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