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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격조정률(MVA)

▶ 이율확정기간 :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및 미국달러형 2형 거치형 계약일로부터 10년 
/원화형 3형 거치형 계약일로부터 5년

▶ 적립이율 :  이율확정기간 동안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 최저보증이율 : 

▶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영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연금계약 적립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보
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합니다.   
다만, 원화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일반계
정으로 이체하여 운용합니다.

AIA Tower AIA Group (2022년 6월 기준)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보험사
AIA는 한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호주, 인도, 마카오, 
뉴질랜드, 브루나이,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18개국에 지사 및 
지점을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의 독립 상장된 생명 보험그룹입니다.

지급여력비율 268.11% (2022년 9월 기준)

위험기준 자기 자본 비율(RBC ratio)로 환산 시 지급여력비율 268.11%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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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점 금리로

5년 또는 10년간 확정지급
(미국달러형 1형, 2형 : 10년 이율확정형 / 원화형 3형 : 5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5년 또는 10년간 금리변동 없이 확정된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은퇴자금 확보

1

내가 원하는 통화로

미국달러화 또는 원화 중 선택
(미국달러형 1형, 2형 / 원화형 3형)

미국 달러형 선택 시, 가입은 물론 연금 및 해약환급금도 달러로 수령하여 
유학자금, 여행자금 활용

2
자금계획에 따라 매월 

생활자금 수령/미수령 선택 가능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선택 시)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지급
(본 안내장 생활자금 활용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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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활용예시

A
B
C
D

활용

활용

활용

활용

매월 수령   생활비, 교육비, 정기적 지출비용(결제대금, 적립식 금융상품) 등

중도 일시 수령   자녀 결혼자금 등

중도 일시 수령 + 매월 수령   등록금 + 생활비

일시 수령

미수령 미수령

미수령

미수령 일시수령

달러형 원화형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Tel.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보험계약의 승낙의 권한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 이 안내장은 AIA생명보험사에서 상품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보험사 판매사

1.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방카슈랑스 판매인) 입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시장가격조정률(MVA)에 관한 사항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MVA(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하며 최고 해약환급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7.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 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8.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보험료 산출 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계약자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11.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12.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3.세제혜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5.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6.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7.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 (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해당 상품 미국달러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해당 통화로 가입 및 지급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및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 입니다.

본사 :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 TOWER | TEL : 1588-9898(기계약상담)
준법감시인확인필 : COM-2022-12-0036 (2023/01/01~2023/12/31)
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2003091003호 | 제작일자 : 2022년 12월

MOODY'S

Aa2 
Standard & Poor's

AA-신용등급

자산관리도 글로벌 시대!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 원하시는 통화로 연금을 준비하세요.

aia.co.kr

AIA생명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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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TIME 연금보험II

미국달러형    

판매사 보험사

·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원화형   

가입안내
▶ 가입나이(A) : 만 15세 ~ 75세

▶ 가입가능통화 :  미국달러화(USD), 원화(KRW)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원화(KRW)만 가능

▶  생활자금지급 개시시점(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의 경우) :   
계약일 이후 만 1개월(또는 만 13개월) 경과시점(보험계약해당일)

▶  연금 개시나이 : "Max[(A+10)세, 45세] ~ 80세"    
         (다만, 가입나이가 71 ~ 75세인 경우 "(A+10)세 ~ 85세")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 보험료 납입한도 : 

미국달러형
최소 $ 15,000이상 (USD)

최대 $ 3,000,000이하 (USD)

원화형
최소 \ 15,000,000이상 (KRW)

최대 \ 3,000,000,000이하 (KRW)

※ 이 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미국달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미국달러(USD)로 합니다.
※ 원화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원화(KRW)로 합니다.
※ 상품 가입 시에는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내

미국달러형 : 연복리 1.0%

10년 이후

미국달러형 : 연복리 0.5%

미국달러형
1형/2형

5년 이내

원화형 : 연복리 1.0%

5년 이후

원화형 : 연복리 0.5%

원화형
3형

▶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연금계약 적립액에(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 해지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X(1-MVA)

■ MVA = 1- [(1+A)/(1+B+0.5%)] N/12

   A:가입시점의 공시이율,  B:해지시점의 공시이율,  N:이율확정기간 중 잔여기간의 월수 (MVA:Market Value Adjustment)

▶ 해약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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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격조정률(MVA)

▶ 이율확정기간 :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및 미국달러형 2형 거치형 계약일로부터 10년 
/원화형 3형 거치형 계약일로부터 5년

▶ 적립이율 :  이율확정기간 동안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 최저보증이율 : 

▶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영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연금계약 적립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보
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합니다.   
다만, 원화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일반계
정으로 이체하여 운용합니다.

AIA Tower AIA Group (2022년 6월 기준)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보험사
AIA는 한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호주, 인도, 마카오, 
뉴질랜드, 브루나이,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18개국에 지사 및 
지점을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의 독립 상장된 생명 보험그룹입니다.

지급여력비율 268.11% (2022년 9월 기준)

위험기준 자기 자본 비율(RBC ratio)로 환산 시 지급여력비율 268.11%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가입 시점 금리로

5년 또는 10년간 확정지급
(미국달러형 1형, 2형 : 10년 이율확정형 / 원화형 3형 : 5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5년 또는 10년간 금리변동 없이 확정된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은퇴자금 확보

1

내가 원하는 통화로

미국달러화 또는 원화 중 선택
(미국달러형 1형, 2형 / 원화형 3형)

미국 달러형 선택 시, 가입은 물론 연금 및 해약환급금도 달러로 수령하여 
유학자금, 여행자금 활용

2
자금계획에 따라 매월 

생활자금 수령/미수령 선택 가능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선택 시)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지급
(본 안내장 생활자금 활용예시 참조)

3

생활자금 활용예시

A
B
C
D

활용

활용

활용

활용

매월 수령   생활비, 교육비, 정기적 지출비용(결제대금, 적립식 금융상품) 등

중도 일시 수령   자녀 결혼자금 등

중도 일시 수령 + 매월 수령   등록금 + 생활비

일시 수령

미수령 미수령

미수령

미수령 일시수령

달러형 원화형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Tel.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보험계약의 승낙의 권한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 이 안내장은 AIA생명보험사에서 상품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보험사 판매사

1.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방카슈랑스 판매인) 입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시장가격조정률(MVA)에 관한 사항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MVA(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하며 최고 해약환급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7.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 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8.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보험료 산출 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계약자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11.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12.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3.세제혜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5.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6.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7.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 (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해당 상품 미국달러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해당 통화로 가입 및 지급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및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 입니다.

본사 :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 TOWER | TEL : 1588-9898(기계약상담)
준법감시인확인필 : COM-2022-12-0036 (2023/01/01~2023/12/31)
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2003091003호 | 제작일자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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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도 글로벌 시대!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 원하시는 통화로 연금을 준비하세요.

aia.co.kr

AIA생명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II

AIA생명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II

미국달러형    

판매사 보험사

·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원화형   

가입안내
▶ 가입나이(A) : 만 15세 ~ 75세

▶ 가입가능통화 :  미국달러화(USD), 원화(KRW)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원화(KRW)만 가능

▶  생활자금지급 개시시점(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의 경우) :   
계약일 이후 만 1개월(또는 만 13개월) 경과시점(보험계약해당일)

▶  연금 개시나이 : "Max[(A+10)세, 45세] ~ 80세"    
         (다만, 가입나이가 71 ~ 75세인 경우 "(A+10)세 ~ 85세")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 보험료 납입한도 : 

미국달러형
최소 $ 15,000이상 (USD)

최대 $ 3,000,000이하 (USD)

원화형
최소 \ 15,000,000이상 (KRW)

최대 \ 3,000,000,000이하 (KRW)

※ 이 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미국달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미국달러(USD)로 합니다.
※ 원화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원화(KRW)로 합니다.
※ 상품 가입 시에는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내

미국달러형 : 연복리 1.0%

10년 이후

미국달러형 : 연복리 0.5%

미국달러형
1형/2형

5년 이내

원화형 : 연복리 1.0%

5년 이후

원화형 : 연복리 0.5%

원화형
3형

▶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연금계약 적립액에(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 해지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X(1-MVA)

■ MVA = 1- [(1+A)/(1+B+0.5%)] N/12

   A:가입시점의 공시이율,  B:해지시점의 공시이율,  N:이율확정기간 중 잔여기간의 월수 (MVA:Market Value Adjustment)

▶ 해약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합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1)은 최고 MVA값 20%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무리 상승하여도 최저로 보증해드리는 해약환급금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2)는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1.5%p 상승하였다고 가

정한 경우의 해약환급금 예시 금액입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

이율보다 상승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감소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3)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같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MVA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

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은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미국달러형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

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합니다.

※  기준일은 2022년 12월 1일 기준(미국 달러형 1형 및 2형의 경우 연 5.58%, 원화형 3형의 경우 연 4.61%)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이율확정기간 중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  경과기간 10년(원화형 3형의 경우 5년)의 해약환급금은 이율확정기간(미국 달러형 1형 및 2형의 경우 10년, 원화형 

3형의 경우 5년) 종료 후 금액으로 MVA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에는 MVA가 적용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생활자금 120회 지급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미국달러형 $
기준: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5.58% 

(2022년 12월 1일 기준)가정시 

/단위: USD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1)최고MVA값(20%) 가정시 (2)공시이율 1.5%p 상승 가정 시 (3)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78,616.91 78.61% 82,999.80 82.99% 94,180.14 94.18%

3년 100,000 78,712.34 78.71% 86,278.71 86.27% 95,189.68 95.18%

5년 100,000 79,031.77 79.03% 89,941.96 89.94% 96,483.37 96.48%

7년 100,000 79,387.85 79.38% 93,802.50 93.80% 97,838.21 97.83%

10년 100,000 100,000.00 100.00% 100,000.00 100.00% 100,000.00 100.00%

미국달러형

원화형

$

\

기준: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5.58% 

(2022년 12월 1일 기준)가정시 

/단위: USD

기준: 일시납보험료 1억원,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4.61% 

(2022년 12월 1일 기준)가정시 

/단위: KRW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1)최고MVA값(20%) 가정시     (2)공시이율 1.5%p 상승 가정 시 (3)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82,556.95 82.55% 87,159.49 87.15% 98,900.15 98.90%

3년 100,000 91,204.27 91.20% 99,971.46 99.97% 110,296.63 110.29%

5년 100,000 101,056.63 101.05% 115,007.30 115.00% 123,371.70 123.37%

7년 100,000 112,039.18 112.03% 132,382.41 132.38% 138,077.97 138.07%

10년 100,000 163,649.71 163.64% 163,649.71 163.64% 163,649.71 163.64%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1)최고MVA값(20%) 가정시     (2)공시이율 1.5%p 상승 가정 시 (3)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000  81,793,940 81.79%  94,783,377 94.78%  100,310,826 100.31%

3년 100,000,000  88,695,756 88.69%  106,748,890 106.74%  109,817,407 109.81%

5년 100,000,000  120,572,387 120.57%  120,572,387 120.57%  120,572,387 120.57%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되는 경우에
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
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매
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
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
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미국달러형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자가 미지급된 생활자금의 수령 방법을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ㆍ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 
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ㆍ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
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
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고도
재해장해
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1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미국 달러형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10년 연금개시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일시납

보험료

적립금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적립금
적립금

계약일 10년 연금개시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일시납

보험료

적립금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적립금
적립금

계약일

일시납
보험료

10년
연금개시

종신형

종신형

확정형

확정형

상속형

상속형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
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
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고도
재해장해
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
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15%

생활자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 기간("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 시점까지" 또는 "계약일 이후 만 13개월 
경과 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동안 매월 보험 계약 해당일에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
약 적립액이 일시납 보험료가 되
도록 매월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미국 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일시납
보험료

10년
연금개시

1개월 거치

최대 120회 
생활자금지급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계약자적립액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
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
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고도
재해장해
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1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미국달러형 2형 (거치형, 10년이율 확정형),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이율 확정형) 공통적용 

계약일 5년 연금개시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일시납

보험료

적립금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적립금적립금

₩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일시납
보험료

연금개시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계약자적립액

5년

AIA생명 (무)GOLDEN TIME 연금보험 II

계약자적립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1)은 최고 MVA값 20%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으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아무리 상승하여도 최저로 보증해드리는 해약환급금입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2)는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1.5%p 상승하였다고 가

정한 경우의 해약환급금 예시 금액입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가입시점의 공시

이율보다 상승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감소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3)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과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같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MVA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

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은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미국달러형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

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합니다.

※  기준일은 2022년 12월 1일 기준(미국 달러형 1형 및 2형의 경우 연 5.58%, 원화형 3형의 경우 연 4.61%)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이율확정기간 중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  경과기간 10년(원화형 3형의 경우 5년)의 해약환급금은 이율확정기간(미국 달러형 1형 및 2형의 경우 10년, 원화형 

3형의 경우 5년) 종료 후 금액으로 MVA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에는 MVA가 적용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생활자금 120회 지급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미국달러형 $
기준: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5.58% 

(2022년 12월 1일 기준)가정시 

/단위: USD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1)최고MVA값(20%) 가정시 (2)공시이율 1.5%p 상승 가정 시 (3)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78,616.91 78.61% 82,999.80 82.99% 94,180.14 94.18%

3년 100,000 78,712.34 78.71% 86,278.71 86.27% 95,189.68 95.18%

5년 100,000 79,031.77 79.03% 89,941.96 89.94% 96,483.37 96.48%

7년 100,000 79,387.85 79.38% 93,802.50 93.80% 97,838.21 97.83%

10년 100,000 100,000.00 100.00% 100,000.00 100.00% 100,000.00 100.00%

미국달러형

원화형

$

\

기준: 일시납보험료 10만달러,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5.58% 

(2022년 12월 1일 기준)가정시 

/단위: USD

기준: 일시납보험료 1억원,

40세 여자, 50세 연금개시,

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연 4.61% 

(2022년 12월 1일 기준)가정시 

/단위: KRW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1)최고MVA값(20%) 가정시     (2)공시이율 1.5%p 상승 가정 시 (3)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 82,556.95 82.55% 87,159.49 87.15% 98,900.15 98.90%

3년 100,000 91,204.27 91.20% 99,971.46 99.97% 110,296.63 110.29%

5년 100,000 101,056.63 101.05% 115,007.30 115.00% 123,371.70 123.37%

7년 100,000 112,039.18 112.03% 132,382.41 132.38% 138,077.97 138.07%

10년 100,000 163,649.71 163.64% 163,649.71 163.64% 163,649.71 163.64%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1)최고MVA값(20%) 가정시     (2)공시이율 1.5%p 상승 가정 시 (3)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적용 시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00,000,000  81,793,940 81.79%  94,783,377 94.78%  100,310,826 100.31%

3년 100,000,000  88,695,756 88.69%  106,748,890 106.74%  109,817,407 109.81%

5년 100,000,000  120,572,387 120.57%  120,572,387 120.57%  120,572,387 120.57%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위험보험료 
및 납입 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되는 경우에
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
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매
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또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
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
는 2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지급주기(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미국달러형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계약자가 미지급된 생활자금의 수령 방법을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활자금을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더하여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액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
연금형

보증
기간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ㆍ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차년도 또는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 
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ㆍ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
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
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고도
재해장해
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1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미국 달러형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10년 연금개시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일시납

보험료

적립금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적립금
적립금

계약일 10년 연금개시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일시납

보험료

적립금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적립금
적립금

계약일

일시납
보험료

10년
연금개시

종신형

종신형

확정형

확정형

상속형

상속형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
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
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고도
재해장해
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
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15%

생활자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 기간("계약일 이후 만 
1개월 경과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 시점까지" 또는 "계약일 이후 만 13개월 
경과 시점부터 만 120개월 경과시점까지")동안 매월 보험 계약 해당일에 보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형(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에 한함)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연금계
약 적립액이 일시납 보험료가 되
도록 매월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미국 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일시납
보험료

10년
연금개시

1개월 거치

최대 120회 
생활자금지급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계약자적립액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적립액과 일시납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
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위험
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고도
재해장해
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일시납 보험료의 1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미국달러형 2형 (거치형, 10년이율 확정형),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이율 확정형) 공통적용 

계약일 5년 연금개시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일시납

보험료

적립금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적립금적립금

₩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

계약일

일시납
보험료

연금개시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변동금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이율확정기간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

계약자적립액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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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격조정률(MVA)

▶ 이율확정기간 :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및 미국달러형 2형 거치형 계약일로부터 10년 
/원화형 3형 거치형 계약일로부터 5년

▶ 적립이율 :  이율확정기간 동안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확정 적용하고,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 최저보증이율 : 

▶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영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연금계약 적립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보
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합니다.   
다만, 원화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일반계
정으로 이체하여 운용합니다.

AIA Tower AIA Group (2022년 6월 기준)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보험사
AIA는 한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호주, 인도, 마카오, 
뉴질랜드, 브루나이,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태지역 18개국에 지사 및 
지점을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의 독립 상장된 생명 보험그룹입니다.

지급여력비율 268.11% (2022년 9월 기준)

위험기준 자기 자본 비율(RBC ratio)로 환산 시 지급여력비율 268.11%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능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가입 시점 금리로

5년 또는 10년간 확정지급
(미국달러형 1형, 2형 : 10년 이율확정형 / 원화형 3형 : 5년 이율확정형)
(이율확정기간 종료 후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5년 또는 10년간 금리변동 없이 확정된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자금 및 
은퇴자금 확보

1

내가 원하는 통화로

미국달러화 또는 원화 중 선택
(미국달러형 1형, 2형 / 원화형 3형)

미국 달러형 선택 시, 가입은 물론 연금 및 해약환급금도 달러로 수령하여 
유학자금, 여행자금 활용

2
자금계획에 따라 매월 

생활자금 수령/미수령 선택 가능
(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 선택 시)

가입 1개월 후 매월 생활자금 수령 시 최대 120회 생활자금 지급
미수령된 생활자금 누적액은 수령 재개 시 일시지급
(본 안내장 생활자금 활용예시 참조)

3

생활자금 활용예시

A
B
C
D

활용

활용

활용

활용

매월 수령   생활비, 교육비, 정기적 지출비용(결제대금, 적립식 금융상품) 등

중도 일시 수령   자녀 결혼자금 등

중도 일시 수령 + 매월 수령   등록금 + 생활비

일시 수령

미수령 미수령

미수령

미수령 일시수령

달러형 원화형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Tel.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 보험계약의 승낙의 권한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 이 안내장은 AIA생명보험사에서 상품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보험사 판매사

1.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3.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방카슈랑스 판매인) 입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시장가격조정률(MVA)에 관한 사항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MVA(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합니다. 
해약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하며 최고 해약환급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7.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 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8.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의 해지권) 계약자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는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보험료 산출 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계약자 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11.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12.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3.세제혜택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 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5.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6.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7.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 (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해당 상품 미국달러형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해당 통화로 가입 및 지급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및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 입니다.

본사 :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 TOWER | TEL : 1588-9898(기계약상담)
준법감시인확인필 : COM-2022-12-0036 (2023/01/01~2023/12/31)
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2003091003호 | 제작일자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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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신용등급

자산관리도 글로벌 시대!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 원하시는 통화로 연금을 준비하세요.

aia.co.kr

AIA생명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II

AIA생명 무배당

GOLDEN TIME 연금보험II

미국달러형    

판매사 보험사

· 1형 (생활자금형, 10년 이율확정형)
· 2형 (거치형, 10년 이율확정형)
·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원화형   

가입안내
▶ 가입나이(A) : 만 15세 ~ 75세

▶ 가입가능통화 :  미국달러화(USD), 원화(KRW)    
원화형 3형 거치형 5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원화(KRW)만 가능

▶  생활자금지급 개시시점(미국달러형 1형 '생활자금형'의 경우) :   
계약일 이후 만 1개월(또는 만 13개월) 경과시점(보험계약해당일)

▶  연금 개시나이 : "Max[(A+10)세, 45세] ~ 80세"    
         (다만, 가입나이가 71 ~ 75세인 경우 "(A+10)세 ~ 85세")

▶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 보험료 납입한도 : 

미국달러형
최소 $ 15,000이상 (USD)

최대 $ 3,000,000이하 (USD)

원화형
최소 \ 15,000,000이상 (KRW)

최대 \ 3,000,000,000이하 (KRW)

※ 이 상품의 위험보험료 적용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미국달러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미국달러(USD)로 합니다.
※ 원화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통화는 원화(KRW)로 합니다.
※ 상품 가입 시에는 사업방법서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내

미국달러형 : 연복리 1.0%

10년 이후

미국달러형 : 연복리 0.5%

미국달러형
1형/2형

5년 이내

원화형 : 연복리 1.0%

5년 이후

원화형 : 연복리 0.5%

원화형
3형

▶ 본 상품은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 연금계약 적립액에(1-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 = 해지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X(1-MVA)

■ MVA = 1- [(1+A)/(1+B+0.5%)] N/12

   A:가입시점의 공시이율,  B:해지시점의 공시이율,  N:이율확정기간 중 잔여기간의 월수 (MVA:Market Value Adjustment)

▶ 해약환급금은 MVA(시장가격조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