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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종신보험
무배당 더보장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내 가족을 위한 평생의 약속, 평생의 사랑,
푸르덴셜생명이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01.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의 곁을 떠날 경우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 가입하는 순간부터 평생동안 사망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02.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상품명칭

환급금 형태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무배당 더보장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이 보험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명칭은 '무배당 더보장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표준형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명
칭은 '무배당 종신보험'으로 합니다.
본 안내장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배당 더보장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이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을 무배당 종신보험(이하 “표준
형”)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입니다.
 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
해
가 낮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어려울 때 힘이 되어드리는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배당 3대질병납입면제특약 부가시 “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잔여 납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고도 평생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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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택특약을 통해 질병보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특약부가로 암 등 각종 질병의 진단보험금과 수술, 입원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헬스케어특약, 무배당 암특약, 무배당 진단보장특약, 무배당 입원특약 등 부가가능한 질병특약 부가시)

05. 계약 유지 중에도 종신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으로 간병자금, 노후연금, 여생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한 필요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실버널싱케어특약, 무배당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여명급부특약 등 제도성특약 부가시)

06. 재정상황이 악화되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여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신 충당하고 추후 납입하실 수 있으며, 감액완납보험,
연장정기보험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07. 보험료 할인 및 세액공제 등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1억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시 보험료 할인, 자동이체 납입시 보험료의 1% 할인
•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 세제관련 법규 변경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2년 연속 업계 1위, 라이프플래너®와 만나보세요.
* 생명보험협회가 설계사 근속년수, 계약유지율, 민원건수 등을 기준으로 인증하는 자격으로 모범설계사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푸르덴셜생명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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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사망보험금 1억원
평생보장

40세

월납보험료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289,000원

243,000원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종신, 남자 40세, 20년납
※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면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 : 원)

보험료 예시표

구분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나이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남자

232,000

289,000

364,000

194,000

243,000

309,000

209,000

여자

258,000

324,000

174,000

217,000

271,000

※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40%입니다.
※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보험기간 : 종신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3년 / 5년납

만15세 – 70세

55세납

만15세 – 45세

10년납

만15세 – 70세

60세납

만15세 – 50세

15년납

만15세 – 54세

65세납

만15세 – 53세

20년납

만15세 – 51세

70세납

만15세 – 53세

25년납

만15세 – 48세

75세납

만15세 – 46세

30년납

만15세 – 45세

80세납

만15세 – 70세

•보험가입금액 한도 : 최저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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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해지환급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표준형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지환급금 비교예시

사망보험금
5,786만원

(표준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2,589만원(표준형)
776만원(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40세

50세

해지환급금

60세

※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종신,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천단위 이하 절사)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보험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은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의 30%
를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
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자세한 정의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표준형
납입보험료

3,468,000

6,936,000

10,404,00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해지환급금

0

2,359,000

환급률

0%

3,394,000

23%

78%

43,740,000

12,305,000

28%

58,320,000

69,575,000

74%

69,360,000

57,867,000

69,360,000
69,360,000

69,575,000

80,865,000

8,748,000

29,160,000

83%

58,320,000

116%

58,320,000

100%

708,000

0%

14,580,000

25,896,000
41,018,000

0

65%

34,680,000

52,020,000

환급률

5,832,000

50%

11,312,000

2,916,000

해지환급금

34%

5,290,000

17,340,000

납입보험료

1,587,000

7,769,000

57,867,000

80,865,000

12%

18%

26%

99%

119%

138%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이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
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입 나이 및 보험기간 등이 상기 예시의 기준과 다른 경우, 해지환급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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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즈에 맞는
다양한 활용

상품안내

실버널싱케어특약 | 간병자금
일상생활장해상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신청시마다 장기간병 선지급금 지급
•장기간병 선지급금 : 주계약 보장금액의 10%, 15%, 20% 중 최초 신청일에 지정한 금액
                                      (주계약 보장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9%도 선택가능)
※ 장기간병 선지급금 지급시 선지급대상보험금액만큼 보장금액에서 차감(선지급대상보험금액: 장기간병 선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주
계약 보장금액으로, 선지급대상보험금액 산출시 최초 장기간병 선지급금 신청일의 위험률 적용)
※ 실버널싱케어특약의 장기간병 선지급금 신청은 피보험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보험료가 완납된 계약에 한하며, 직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가능합니다.(장기간병 선지급금액 총액 1인당 5억원 한도)
※ 실버널싱케어특약 부가시 장기간병 선지급금 지급 후 최초 신청일의 주계약 보장금액의 20%가 잔여보장금액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 | 장기간병자금
연금전환 이후에도 장기간병상태 보장
•생존연금 : 매년 생존시 생존연금 지급(10년,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장기간병연금 :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생존시 생존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급(최대 10년 지급)
장기간병연금(최대 10년간 지급)

종신보험

생존연금
연금전환

장기간병상태시

※ 연금액산출시 공시이율적용(10년 이내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2.0%, 10년 초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 최저보증)
※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의 연금지급개시 및 전환나이는 45세~80세입니다.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실제 연금전환을 할 경
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
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연금연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전환특약 | 노후연금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
•다양한 연금지급형태 :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 3% 체증형), 확정연금, 상속연금(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
형)의 보증기간은 10년, 20년, 100세 중 선택, 보증기간부 종신연금(3% 체증형)의 보증기간
과 확정연금의 연금지급기간은 10년, 20년 중 선택)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액 산출(2019년 10월 현재 공시이율 연복리 2.50%, 공시이율은 10
년 이내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2.0%, 10년 초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를 최저보증)
※연
 금전환특약의 연금지급개시 및 전환나이는 45세~80세입니다.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실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판매
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연금연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명급부특약 | 보험금선지급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시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50% 또는 80% 중 지정가능)를 미리 지급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의 제한 없이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3억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 청구
*의
 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
로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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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1. 3대 기본원칙 지키기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
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3.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
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
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
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
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
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청약철회 청구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
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
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
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

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
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
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구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보험료 자동납부제도 안내
•보험료 자동납부란 별도의 고지서 발행 없이 보험료 납부자의 예금
구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인출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
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당사 또
는 거래은행의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8.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
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
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9.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
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시 유의사항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
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동일한 보장
에 대해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는 경우 표준
형의 해지환급금의 30%를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
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1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
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종신보험 및 무배당 더보장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덴셜생명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Tel. 02-2144-2000

Fax. 02-2144-2100

www.prudenti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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