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명 특징

저축성 

보험

4개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

1) 실세금리 적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 Ⅲ 로 부리․적립하며,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1.0%의 금리 보증

2) 보너스금리 추가 제공 : 만기 유지시에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금리 추가 제공 3년만기(0.3%) 5년만기(0.5%) 10년만기(1.0%)

3) 절세형 상품 :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반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며,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계약자에게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시에도 이자소득세 비과세

4) 예치형, 적립형 등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수단 : 

→ 예치형, 적립형 및 보험기간(3년, 5년, 10년)에 따라 단기목돈마련, 교육자금, 노후설계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5) 가입나이 : 0세 이상

※ 만기일 1개월전～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가입신청 가능(단, 일반형에 한함)

※ 비과세종합저축 : 만기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함

(무)파워적립보험

(0세 이상)

1) 실세금리 적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 Ⅲ 로 부리․적립하며,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1.0%의 금리 보증

2) 중도인출제도 및 추가납입제도 : 중도에 긴급자금 필요시 이자부담 없이 중도인출로 자금활용, 자유롭게 추가납입으로 고객편의 제공

3) 고액계약 수익률 제고 :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수익률 증대

4) 단기납(3년, 5년) 가능 : 단기납으로 납입기간 부담 완화

5)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수단 : 

→ 1종(만기목돈형), 2종(이자지급형) 및 보험기간 (3년, 5년, 10년)에 따라 단기목돈마련, 교육자금, 노후설계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6)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무)에버리치복지보험

1) 실세금리 적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Ⅲ로 부리ㆍ적립하며,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 1.0%의 금리 보증

2) 나와 가족을 위한 목적자금 설계 : 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사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경제적 니즈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

3) 0세부터 75세까지, 어린이나 고령자에게도 보험혜택 제공

4)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는 비과세 혜택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계약자에게는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시에도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비과세종합저축’에 한함)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만기보험금(만기생존시) : 1000만원 / 장해급부금(재해로인해 장해상태가 됐을때) 2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일반형 : 3년만기 / 가입나이: 0~75세 / 납입(주기)기간 : 일시납, 전기납(월납) / 가입한도액 : 4,000만원

※ 만기일 1개월전～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가입신청 가능(단, 일반형에 한함)

※ 비과세종합저축 : 만기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함

(무)알찬전환특약

(전환전계약의 만기일 

1개월전～만기일 전일)

1) 또 한번 알찬 수익 : 만기보험금을 재예치하여 또 한번 높은 수익

2) 고금리시대엔 고금리로, 저금리시대엔 최저보증금리로 :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이율Ⅲ로 부리하므로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중금리  하락과 관계없이 최저 1.0%의 금리를 보증하므로 선진국과 같은 초저금리시대가 와도 안심

3)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 보험기간을 2, 3, 4, 5, 7, 10년으로 다양화하여 학자금, 결혼비용, 주택마련자금, 사업자금 등 

  경제적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 가능

4) 0세 이상 / 일시납(전환전계약의 만기보험금과 배당금 합계액) / 2,3,4,5,7,10년 만기

※ 복지보험, 에버리치복지보험(일반형), (무)에버리치복지보험(일반형), 파워적립보험, (무)파워적립보험, 

  (무)빅보너스 저축보험,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일반형) 중 유효계약으로 무배당 알찬전환특약을 신청한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