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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3UP인덱스형)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서,
귀하는 계약체결시 이 운용설명서와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판매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변액보험이란?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진단계약 제외),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시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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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3UP인덱스형) 계약시 유의사항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3UP인덱스형)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회사의 파산시에도 특별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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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행복한 투자

수익성에 안정성을 더한 행복한 투자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3UP인덱스형)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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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하며,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3UP인덱스형)은 교보생명에서 변액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다가올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맞추어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펀드로 평생 투자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변액연금보험입니다.
※ 연금개시 후에도 투자수익에 따라 연금을 받는「실적배당 종신연금」또는 안정적인 공시이율로 운용하며
연금을 받는「공시이율 종신/확정/상속연금」선택이 가능합니다.

매 3년마다 투자수익이 좋으면 연금액도 늘어나고, 투자수익이 하락하면 직전 수령연금액을 보증해 드립니다.
(실적배당 종신연금 선택시)
● 특별계정 :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 펀드 :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 기본보험료 : 계약시점에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및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금 : 연금지급 개시 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포함)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상기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최저연금적립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말하며,
스텝업 보증에 의해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 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보증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지급기준금액 :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연금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이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매3년 계약해당일)마다 계약자적립금과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다만,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 이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기준금액)중 큰 금액을 연금지급기준금액으로 재설정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기준금액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후에는 더이상 재설정되지 아니합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율 : 연금개시나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을 말합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펀드 자동재배분 : 계약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경우 매 6개월 마다 계약체결시 또는 펀드변경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일시납 계약은 펀드 자동재배분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및“사무관리보수”
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운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투자일임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수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사무관리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95%

추가납입과 계약자적립금 인출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편리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 이후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 추가납입시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이 공제됩니다.
※ 다만, 일시납은 추가납입이 불가능합니다.

Step-up 보증제도로 안정적으로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완료 후(연단위 계약해당일 기준)부터 연금개시나이- 3년 전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Step-up 보증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30%/150%/200%) 이상 달성시 연금개시시점에 달성된 보증금액을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일반계정 전환으로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목표수익률 미설정시 : 평가수익률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30% 이상일 경우 계약자 신청에 의해 일반계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목표수익률[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50%/180%/200%] 설정시 : 평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 도달시 자동으로 일반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효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TF(상장지수펀드)를 인덱스펀드에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하였습니다.
인덱스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안정감을 더욱 높인 펀드로서 특정지수 및 우량종목 중심의 자산운용으로 분산투자 효과가 있으며,
기존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여 적립금 증가에도 유리합니다.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월납)을 드립니다.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분의 1.5%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분의 1.8% + 3,000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분의 1.8% + 12,000원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 200만원 초과분의 2.0% + 30,000원
300만원 초과
: 300만원 초과분의 2.5% + 50,000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운영합니다.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1회 신청당 최대 1년씩 중지 가능합니다. (최대 3회 가능)
※ 납입중지기간 중 유지를 위한 월공제액[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중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
※ 납입일시 중지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이 신청일 이후 납입중지기간 동안 공제되어야 하는
월공제액(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합계액의 20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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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기본보험료 : 100만원 이상
�추가납입보험료 : 일시납 계약은 추가납입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가입 조건

○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월납 계약에 한함)

○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나이

일시납
3년납
5년납
6년납
7년납
8년납
9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10)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11)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12)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13)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14)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15)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20)세
만15세 ~ (연금개시나이 - 25)세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개인형 정액지급형, 10년(10회)/20년(20회)/30년(30회) 보증형]
※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해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전에만 가능)

�변경가능한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개인형(정액지급형, 집중지급형), 부부형(50%형, 100%형), 10년(10회)/20년(20회)/30년(30회) 보증],
확정연금형[5, 10, 15, 20, 25, 30년, 100세], 상속연금형,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 45세 ~ 80세 연금개시
※ 다만, 부부형의 경우 남자가입 최저연금개시나이는 48세,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경우 최저연금개시나이는 55세입니다.

� 30만원 초과 ~
� 50만원 초과 ~
� 100만원 초과 ~
� 200만원 초과 ~
� 30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 30만원 초과분의 1.5%
100만원 이하 : 50만원 초과분의 1.8% + 3,000원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분의 1.8% + 12,000원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초과분의 2.0% + 30,000원
: 300만원 초과분의 2.5% + 50,000원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월납에 한함)
�계약자는 계약일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포함) 계약자적립금 중 인출제한금액(구좌당 300만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1회당 주계약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다만, 일시납 계약 중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선택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한해 인출 가능합니다.
또한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의 전일(前日)이전 5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고,「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
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 인출금액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장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 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 두 가지의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을 이 보험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및 계약자적립금 인출 관련사항
○ 보험료의 납입
[월납]

� 보험금 지급사항
○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보장계약의 사망보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상기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생존연금

�기본보험료 : 1구좌 기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다만, 3년납은 30만원, 5년납은 20만원 이상)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적립금(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을 기준으로 매년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공시이율에 연동되어 계산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미만 경과시 연복리 2.0%, 10년 이상 경과시 연복리 1.5%)

- 추가납입 가능기간 : 계약일 1개월이 지난 후 ~ 납입기간
- 추가납입 총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고 이후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마다 1개월씩 증가)
※ 추가납입시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이 공제됩니다.

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시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에 연동되어 계산됩니다.
○ 최저연금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 시점의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를 말하며, 스텝업 보증에 의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스텝업(Step-up) 보증제도
보험료 납입 완료 후 투자수익률 상승에 따라 최저보증금액이 늘어나는 제도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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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는 보험기간 중 투자수익률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월납 기준 : 기본보험료 20만원,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15년납, 코리아인덱스혼합형펀드 100%

주계약

경과기간

연금계약

보장계약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년
20년

� 연금계약 : 연금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보장계약 : 연금지급 개시 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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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계정
투입금액누계
539,268
1,078,536
1,617,804
2,157,072
4,313,244
6,468,516
8,622,828
10,776,180
12,928,572
15,079,824
17,265,876
19,450,596
21,633,876
32,918,052
32,563,500

(단위 : 원)

투자수익률 0%가정

투자수익률 3.5%가정

(순수익률 -1.2%)

(순수익률 2.3%)

투자수익률 7.0%가정
(순수익률 5.8%)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452,640
1,011,557
1,568,878
3,781,407
5,967,899
8,128,603
10,263,826
12,373,872
14,458,858
16,459,079
18,434,218
20,384,465
30,150,286
28,057,264

0.0%
37.7%
56.2%
65.4%
78.8%
82.9%
84.7%
85.5%
85.9%
86.1%
85.7%
85.3%
84.9%
83.8%
77.9%

463,482
1,034,811
1,609,221
3,937,112
6,314,777
8,743,286
11,223,793
13,757,479
16,345,369
18,929,361
21,570,678
24,270,512
39,107,610
43,378,799

0.0%
38.6%
57.5%
67.1%
82.0%
87.7%
91.1%
93.5%
95.5%
97.3%
98.6%
99.9%
101.1%
108.6%
120.5%

474,093
1,057,698
1,649,151
4,094,758
6,674,065
9,394,669
12,264,667
15,292,616
18,487,382
21,799,851
25,300,723
29,000,678
51,359,979
67,503,032

0.0%
39.5%
58.8%
68.7%
85.3%
92.7%
97.9%
102.2%
106.2%
110.0%
113.5%
117.1%
120.8%
142.7%
187.5%

일시납 기준 : 일시납보험료 5천만원, 남자 55세, 62세 연금개시, 코리아인덱스혼합형펀드 100%
경과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특별계정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에
특별계정편입

일반계정
일반계정편입
(연금개시시점)

적립금
특별계정투입금액
(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매일변동)
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생존연금 지급(공시이율 적립)
�종신연금형
정액지급형
- 개인형, 부부형
-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보증
집중지급형
- 개인형
-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보증

�확정연금형-5,10,15,20,25,30년,100세
�상속연금형

○노후자금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투자수익 반영분

실적배당연금형
선택시

특별계정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 재원사용

위험보험료 등 제비용 공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 지급

※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매일 차감됩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연금지급 개시 후 책임준비금 및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 지표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수익률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 가입 후 10년미만 경과시 연복리 2.0%, 10년이상 경과시 연복리 1.5%입니다.)
※ 연금지급 형태를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후에도 특별계정 자산 운용실적에 의해 적립됩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납입보험료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특별계정
투입금액누계
47,668,850
47,587,700
47,506,550
47,425,400
47,098,400
46,769,600
46,438,400
46,104,800
45,768,200
45,428,600

(단위 : 원)

투자수익률 0%가정

투자수익률 3.5%가정

(순수익률 -1.2%)

(순수익률 2.3%)

투자수익률 7.0%가정
(순수익률 5.8%)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47,526,555
47,303,760
47,081,631
46,860,163
45,978,494
45,105,507
44,240,503
43,383,387
42,533,469
41,690,663

95.1%
94.6%
94.2%
93.7%
92.0%
90.2%
88.5%
86.8%
85.1%
83.4%

47,937,297
48,125,632
48,315,028
48,505,489
49,275,687
50,061,549
50,862,826
51,679,866
52,512,420
53,360,840

95.9%
96.3%
96.6%
97.0%
98.6%
100.1%
101.7%
103.4%
105.0%
106.7%

48,337,751
48,933,728
49,538,065
50,150,877
52,686,812
55,366,177
58,196,571
61,186,646
64,344,932
67,681,067

96.7%
97.9%
99.1%
100.3%
105.4%
110.7%
116.4%
122.4%
128.7%
135.4%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이 계약의 투자수익률 연 0%, 3.5%, 7.0%(비용차감전 기준)를 가정하고 특별계정 운용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실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상기 예시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순수익률은 이러한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수익률입니다.
� 납입하신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특별계정투입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투자∙운영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납입하신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또한, 납입기간 완료 후에도 계약자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완료 후 유지관련 비용)이 차감됩니다.
� 해지환급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므로 중도해지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계약자적립금이 스텝업 보증금액에 도달한 경우 채권형 펀드(단기채권형 펀드 포함)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을
각 스텝업 의무선택비율 이상이 되도록 자동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시 제외)
� 투자수익률 0% 가정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에 납입보험료의 100%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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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7%(매월 0.058333333%)

특별계정운용현황/펀드운용방침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95%(매월 0.079166667%)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비용으로 합니다.
- 코리아인덱스혼합형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60% (매일 0.000712329%) 이하
- 글로벌인덱스혼합형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0% (매일 0.000027397%) 이하
- 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65% (매일 0.000726027%) 이하
- 단기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225% (매일 0.000616438%) 이하
�펀드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코리아인덱스혼합형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45% (매일 0.000397260%) 이하
- 글로벌인덱스혼합형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510% (매일 0.001397260%) 이하
- 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90% (매일 0.000246575%) 이하
- 단기채권형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30% (매일 0.000082192%) 이하
�펀드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각 펀드별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25% (매일 0.000034247%) 이하

� 특별계정의 의의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특별계정의 종류와 일반계정과의 비교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3UP인덱스형) 특별계정에는 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등
4개의 펀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코리아인덱스혼합형
1. 국내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 (50% 이내)
2.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 포함) (50% 내외)
○ 글로벌인덱스혼합형
1. 국내∙외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 (50% 이내)
2. 국내∙외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 포함) (50% 내외)
○ 채권형
1. 국내ㆍ외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 포함) (90% 내외)
2. 유동성자산 등
○ 단기채권형
1. 단기 채권 등 (60% 내외)
2. 유동성 자산 등

분

※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은 투자일임형태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투자형태로 외부위탁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투자일임계약 또는 집합투자기구 투자로의 위탁운용은 당사의
투자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증권(기초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부과하는 보수 및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는 해당 보수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영보수에서 충당합니다.

펀드명

기초펀드

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운용회사

교보파워인덱스파생상품1-B, 교보Tomorrow장기우량채권K-1

교보AXA자산운용

동부뉴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파생형)C-i

동부자산운용

교보Tomorrow장기우량채권K-1, 교보악사글로벌마켓파워증권투자신탁1호(H)AF
교보악사글로벌마켓파워증권투자신탁1호(UH)AF

교보AXA자산운용

�기타비용 : 특별계정 운용시 증권의 예탁∙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기타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펀드투자 운용인력
�특별계정운용 부서명 : 교보생명(주) 변액자산운영팀
�펀드매니저 보유현황

특별계정(S/A)과 일반계정(G/A)의 비교
구

�펀드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각 펀드별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75% (매일 0.000047945%) 이하

성명

직위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 등록번호

이제운

팀장

교보생명 연금자산운영팀 팀장 / 현 교보생명 변액자산운영팀

2110000848

Risk 부담

최저보증이율

자산운용 목적

자산평가 시기

결산시기

조영삼

부장

교보AXA자산운용 채권운용팀 팀장 / 현 교보생명 변액자산운영팀

2109000221

특별계정(S/A)

계약자

없음

수익성 위주

매일

매일

김관철

부장

우리CS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채권운용 / 현 교보생명 변액자산운영팀

2109000352

일반계정(G/A)

회사

있음

안정성 위주

매월

매년

김경원

차장

교보생명 채권운용팀 채권운용 / 현 교보생명 변액자산운영팀

2112000247

류인철

과장

교보생명 투자자산심사팀 심사역 / 현 교보생명 변액자산운영팀

2112000744

※ 이 상품의 자산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하여 외부자산운용 전문기관의 전문펀드매니저에 의해 운용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개요
�보험료 중 특별계정 편입항목
특별계정으로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는�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에
�이체금액�
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일반계정의 수입보험료로 계상합니다.

� 관련회사 (2013.6.5일 기준이며, 보험기간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용회사 : 교보AXA자산운용(주),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동부자산운용(주), 산은자산운용(주), KB자산운용(주)
�수탁회사 :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및�이체금액�: 월납계약 - 약관 제16조, 일시납계약 - 약관 제14조 참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5%(매월 0.0041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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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방침
�기본원칙
⑴ 계약자 자산의 성실한 관리자로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자산운용의 제원칙에 따라 균형있게 운용하여야 합니다.
⑵ 변액보험자산의 장기 안정적인 지급여력 확보 등 계약자 이익보호에 최우선을 두도록 합니다.
⑶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장기적 수익∙리스크관리는 계약자 이익 보호를 위한「적정이익의 실현 및 위험회피 전략」
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자산운용의 리스크
⑴ 원금손실 위험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⑵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⑶ 환율변동 위험해외펀드의 경우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원칙
⑴ 투자운용대상 : 주식, 채권, 대출, 파생상품, 해외자산, 예금 등 유가증권을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⑵ 자산운용의 우선순위 : 상품별로 채권, 주식, 예금, 파생상품 등의 순으로 자산의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운용합니다.
⑶ 운용상품 선정시 고려사항 : 예상운용수익률, 수익의 지속성, 만기구조, 현금화 용이성, 투자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별계정간 거래제한
특별계정간 상호매매, 교환은 불가합니다.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특별계정의 폐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⑴
⑵
⑶
⑷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기타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는 경우
회사는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계약자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 특별계정의 이체 및 평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
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 5영업일 이내에 하며, 특별계정의 펀드수익률을 적용합니다.
⑵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특별계정의 펀드수익률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에서 처리합니다.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⑴ 좌수 : 펀드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⑵ 좌당 기준가격 :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 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원칙 및 운용제한
⑴ 특별계정의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⑵ (1)호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펀드별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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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⑴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⑵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⑶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펀드자동재배분 및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없이 신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운용하기 위한 펀드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권형 펀드 또는 단기채권형 펀드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다만, 이 보험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신규 펀드가 추가되기 전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펀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로부터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 회사는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변경은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스텝업 보증제도에 의해 최저보증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상향 조정시마다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채권형 펀드
(단기채권형 펀드 포함)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증금액

채권형펀드 선택비율(단기채권형펀드 포함)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30%

20% 이상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50%

40% 이상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200%

60% 이상

�펀드 자동재배분
- 계약자는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펀드와 계약자적립금의 펀드가 동일하고,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니다.
- 계약자는 납입기간 중 펀드 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 계약은 펀드 자동재배분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
-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평균분할투자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펀드자동재배분과의 동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평균분할투자 선택시에는 추가납입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일시납의 기본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제외]를
전액 단기채권형 펀드에 투입한 후 추가납입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일시납의 기본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제외]를 평균분할투자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계약자가 정한 펀드 및 편입비율에 따라 매월 자동 투입됩니다.
- 평균분할투자 선택시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의 변경 또는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없으며,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운용옵션은 당사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방카슈랑스 고객만족센터(1588-1099) 또는 고객PLAZA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 총 좌수

1313
/24

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펀
드

펀드의 특징

펀드의 특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50% 이내를 투자하고, 50% 내외를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투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투자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일 : 2009년 2월 2일 )

국내∙외 주식(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국외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내를 투자하고, 50% 내외를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단, 국내∙외 주식 투자는 국내 및 국외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등에 투자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일 : 2009년 2월 2일 )

투자 위험도

투자 위험도

기본 포트폴리오

기본 포트폴리오

운
용
방
침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투자위험 일부 수용

투자위험 일부 수용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

투자목적

순자산의 50% 내외를 금리부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50% 이내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덱스펀드, 주식,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소득 획득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채권자산 투자와 더불어 투자자산의 일부를 세계 각국의 주식을 투자하거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덱스펀드 등에
투자하여 각국 주식시장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소득 획득을 추구합니다

투자원칙

투자원칙

● 주식자산은 KOSPI 200, KOSPI 등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덱스펀드, 주식,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 채권자산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등의 자산 위주로 구성되며, 단기의 매매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 주식자산은 MSCI AC World, S&P Global 100 등 각국 주식시장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덱스펀드, 주식,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외화자산의 일부에 대해 환율변동에 대비한 환헷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산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등의 자산 위주로 구성되며, 단기의 매매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운용방향
● 주식운용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덱스펀드, 주식,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KOSPI 200지수의 수익률을
잘 추종할 수 있도록 하되 향후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KOSPI 또는 기타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채권운용은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는 채권에 투자하며,
채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사의 신용리스크 관리규정상 투자적격채권에 한정하여 운용합니다.
●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운용기관에 펀드운용을 위탁하거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운용방향
● 주식운용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인덱스펀드, 주식,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MSCI AC World,
S&P Global 100 등 각국 주식시장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권 자산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하는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며, 채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신용리스크관리규정상 투자가능채권에 한정하여 운용합니다.
●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운용기관에 펀드운용을 위탁하거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펀드는 자산의 일부를 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펀드는 자산의 일부를 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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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단기채권형

펀
드

펀드의 특징

펀드의 특징

국내외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포함) 등에
순자산의 90% 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자금을 단기간 예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기 채권 등에 60% 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투자 위험도

투자 위험도

기본 포트폴리오

기본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90%

운
용
방
침

안정성 최대 추구

투자위험 일부 수용

투자위험 극소화

내외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

투자목적

채권 등의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써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자본소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장환경에 따른 계약자의 펀드변경 자산이 재투자될 때까지 수익보다는 자산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원칙

투자원칙

●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기초로 채권시장의 변동상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채권시장지수”
수익률 이상의 수익획득을 목표로 하며, 중∙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하에 단기의 매매차익보다는 장기의 이자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채권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을 최소화하는 투자전략으로 운용합니다.

재투자를 위한 상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주로 만기 1년 이내의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운용방향

운용방향

● 금리가 높은 채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채권 등에 투자하며, 회수된 자산을 재투자할 때의 투자위험과
금리변동시 가격변동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합니다.
●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펀드운용을 외부 전문운용기관에 위탁운용하거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산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채권으로 운용합니다.
● 기타 유동성자산은 CP, CD, 콜, 제예금 등을 편입합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펀드는 자산의 일부를 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펀드는 자산의 일부를 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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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운용실적
FY 2012 (2012.4.1 ~ 2013.3.31)

(단위 : 기준가-원, 백만좌, 백만원)

항 목

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채권형

FY 2011 (2011.4.1 ~ 2012.3.31)

(단위 : 기준가-원, 백만좌, 백만원)

단기채권형

항 목

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1,099,457

94,454

129,678

21,821

특별계정 총좌수

1,695,744

122,795

211,444

17,951

특별계정 총좌수

특별계정 기준가격

1,411.01

1,278.49

1,480.81

1,276.38

특별계정 기준가격

1,362.06

1,201.03

1,387.77

1,241.27

특별계정 순자산총액

2,392,717

156,991

313,108

22,913

특별계정 순자산총액

1,497,529

113,442

179,963

27,086

특별계정 자산운용 당년도 수익률

11.63%

6.46%

6.27%

3.90%

주식

4,431(0.30%)

- (0.00%)

- (0.00%)

- (0.00%)

채권

162,981(10.88%)

- (0.00%)

165,877(92.10%)

23,523(86.83%)

수익증권

1,256,643(83.90%)

108,322(95.48%)

- (0.00%)

- (0.00%)

유동자산

73,392(4.90%)

5,131(4.52%)

4,997(2.77%)

3,461(12.78%)

기타

317(0.02%)

- (0.00%)

9,234(5.13%)

107 (0.39%)

계

1,497,764(100.00%)

113,453(100.00%)

180,108(100.00%)

27,091(100.00%)

특별계정 자산운용 당년도 수익률
주식

특별계정 자산구성
내역 및 비율(%)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9.99%

6.77%

6.69%

3.84%

39,255(1.62%)

-(0.00%)

-(0.00%)

-(0.00%)

채권

575,880(23.72%)

-(0.00%)

309,618(98.80%)

21,563(94.09%)

수익증권

1,731,142(71.31%)

150,659(95.96%)

-(0.00%)

-(0.00%)

유동자산

63,228(2.60%)

6,350(4.04%)

2,614(0.83%)

1,257(5.49%)

기타

18,144(0.75%)

-(0.00%)

1,135(0.36%)

98(0.43%)

계

2,427,649(100.00%)

157,008(100.00%)

313,367(100.00%)

22,918(100.00%)

수수료율

0.43%

0.55%

0.38%

0.28%

수수료 총액

5,950.92

65.61

930.82

68.91

보증비용 비율

0.05%

0.05%

0.05%

0.05%

보증비용 총액

1,099.73

79.66

331.51

13.19

보증비용 비율

0.4%/0.6%/0.7%

0.4%/0.6%/0.7%

0.4%/0.6%/0.7%

보증비용 총액

13,163.20

1,091.60

156.68

0.4%/0.6%/0.7%
912.01

특
별
계
정

특별계정 운용실적

※ 상기 펀드는 다른 변액보험상품의 자금과 통합운용될 수 있으며, 예시된 보증비용 비율은 이 상품의 보증비용이고, 보증비용 총액에는 다른 상품의 보증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인덱스혼합형 펀드의 일부는 주식형 및 채권형 수익증권,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수익증권은 주식형 및 채권형 수익증권입니다.
※ 상기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계정 자산구성
내역 및 비율(%)

수수료율

0.42%

0.52%

0.37%

0.27%

수수료 총액

3,861

378

479

80

보증비용 비율

0.05%

0.05%

0.05%

0.05%

보증비용 총액

646

5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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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용 비율

0.7%

0.7%

0.7%

0.7%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보증비용 총액

7,423

632

739

204

수수료율

0.01%

0.012%

0.01%

0.01%

수수료 총액

105

10

13

3

수수료율

0.0175%

0.0175%

0.0175%

0.0175%

수수료 총액

183

15

23

5

보관수탁보수
사무수탁보수

운
용
실
적

※ 상기 펀드는 다른 변액보험상품의 자금과 통합운용될 수 있으며, 예시된 보증비용 비율은 이 상품의 보증비용이고, 보증비용 총액에는 다른 상품의 보증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인덱스혼합형 펀드의 일부는 주식형 및 채권형 수익증권,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수익증권은 주식형 및 채권형 수익증권입니다.
※ 상기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FY 2010 (2010.4.1 ~ 2011.3.31)

(단위 : 기준가-원, 백만좌, 백만원)

항 목

코리아인덱스혼합형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채권형

특별계정 총좌수

502,129

56,227

70,427

24,150

특별계정 기준가격

1,342.27

1,184.23

1,317.34

1,202.73

특별계정 순자산총액

673,993

66,585

92,777

29,046

특별계정 자산운용 당년도 수익률

16.22%

8.73%

6.12%

3.91%

4,550(0.68%)

27,555(41.38%)

- (0.00%)

- (0.00%)

주식

특별계정 자산구성
내역 및 비율(%)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보관수탁보수
사무수탁보수

단기채권형

채권

- (0.00%)

- (0.00%)

87,609(94.17%)

24,860(85.44%)

수익증권

643,411(95.45%)

32,086(48.18%)

- (0.00%)

- (0.00%)

유동자산

26,088(3.87%)

6,952(10.44%)

4,931(5.30%)

4,177(14.35%)

기타

- (0.00%)

- (0.00%)

491(0.53%)

62(0.21%)

계

674,049(100.00%)

66,593(100.00%)

93,031(100.00%)

29,099(100.00%)
0.27%

수수료율

0.42%

0.52%

0.37%

수수료 총액

1,543.77

217.01

286.76

47.94

보증비용 비율

0.05%

0.05%

0.05%

0.05%

보증비용 총액

262.10

30.25

41.80

10.89

보증비용 비율

0.6% / 0.7%

0.6% / 0.7%

0.6% / 0.7%

0.6% / 0.7%

보증비용 총액

2,760.13

313.63

482.55

128.65

수수료율

0.01%

0.012%

0.01%

0.01%

수수료 총액

36.76

4.58

7.76

1.78

수수료율

0.0175%

0.0175%

0.0175%

0.0175%

수수료 총액

64.32

7.30

13.58

3.11

※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은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7%입니다.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05%입니다.
※ 최저실적배당연금보증비용은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0.95%입니다.
※ 코리아인덱스혼합형 펀드의 일부는 주식형 및 채권형 수익증권, 글로벌인덱스혼합형 수익증권은 주식형 및 채권형 수익증권입니다.
※ 상기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9

상
품

■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 확인 Site

상품 일반 참조사항

일
반
참
조
사
항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는 교보생명 홈페이지 공시실이나 협회 홈페이지상
“공시실 -> 변액보험운용현황”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보생명의 변액보험 인터넷 공시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www.kyobo.co.kr에 접속
2. 초기화면의 상품공시실 클릭
3. 변액보험공시실의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변액보험 특별계정, 계약관리내용 조회 등

■ 보험계약대출, 해지, 부활(효력회복)시 계약처리 사항
1. 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해지환급금의 50%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3UP인덱스형) 상품 일반 참조사항

2.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신청일 + 2일�
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3.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판매가능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표준이율 + 1%�범위 내에서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임직원∙모집인 및 보험연수원 또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시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보험대리점(임원포함), 보험중개인(임원 및 모집사용인 포함)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기타내용
■ 약관 등 기초서류 요구권

이 운용설명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약철회, 계약의 무효 등 계약자의 권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기타 상품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변액보험 관련 상담전화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교보생명보험

변액보험 담당부서

02)721-2880

금융감독원

고객상담 부서

국번없이 1332

생명보험협회

고객상담 부서

02)2262-6565

고객만족센터

1588-1099

있습니다.
3.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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