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저축보험행복모아
무배당

비과세 혜택 활용

금리 하락시에도 최저이율보증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2.5%,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1.5% 최저보증

해당요건 충족시

고액계약 기본보험료 할인 또는 적립금 가산 혜택
단, 적립형에 한함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혜택이 가능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가 가능하여 계약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험료 납입 가능
(납입 일시중지는 계약일부터 5년 이후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당 1년, 최고 3회 가능)

추가납입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며 
중도인출시에는 수수료가 없음

여유자금 추가납입,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연금전환 기능을 이용하여 노후대비!

여유자금 추가납입,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연금전환 기능을 이용하여 노후대비!

여유자금 추가납입,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유연한 보험료 납입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가 가능하여 계약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험료 납입 가능
(납입 일시중지는 계약일부터 5년 이후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당 1년, 최고 3회 가능)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ㅣ주계약 보장내용ㅣ

 

ㅣ목적자금별 월납보험료 예시ㅣ

ㅣ해지환급금(만원미만절사)ㅣ

이율기준 : 연단위 복리

이율기준 : 연단위 복리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시에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계약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 12회 이내, 매회 주계약 해지환급금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인출 후 해지환급금 조건(적립형-구좌당 200만원 이상, 거치형-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전환은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된 계약 중 연금전환신청시점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연금전환 시점 피보험자 나이가 만 15세 이상 80세 이하, 연금개시 시점 피보험자 나이가 45

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 또는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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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상기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적용이율(표준이율의 1.2배(연단위 복리 4.2%)와 공시이율(2014. 11 현재 연단위 복리 3.7%)중 낮은이율)을 가정하여 예시하였으며, 실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기준 공시이율은 연단위 복리 3.7%이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일부터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2.5%, 10년 초과시 연단위 복리 1.5%입니다)
표준이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을 말하며, 2013년 4월 이후 적용되는 표준이율은 연단위 복리 3.50%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작 : 마케팅지원부(2014. 11. 10) 준법심의필 준법 201411-023

적립형 계약의 1회 추가납입 가능 보험료한도는 [(기본보험료 X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 시점까지 중도인출한 금액의 합계]

(단, 가입후 경과월수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함)이며, 거치형 계약의 1회 추가납입 가능 보험료 한도는 [기본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추가납입시점

까지 중도인출한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40세남자 / 10년만기, 전기납 / 적립형(가산형) / 월납보험료 74만원 ㅣ

888만원 681만원 76.7%680만원 76.6%676만원 76.1%1년

2,664만원 2,538만원 95.2%2,530만원 94.9%2,490만원 93.4%3년

4,440만원 4,530만원 102.0%4,506만원 101.5%4,392만원 98.9%5년

6,216만원 6,667만원 107.2%6,620만원 106.5%6,388만원 102.7%7년

8,880만원 1억129만원 114.0%1억25만원 112.9%9,524만원 107.2%10년

남자 40세, 월납, 적립형(가산형), 만원미만 절사

적용이율(3.7%) 가정

최저보증이율 가정

표준이율(3.5%)가정

적용이율(3.7%) 가정

최저보증이율 가정

표준이율(3.5%)가정

적용이율(3.7%) 가정

최저보증이율 가정

표준이율(3.5%)가정

적용이율(3.7%) 가정

최저보증이율 가정

표준이율(3.5%)가정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7 만원

27 만원

28 만원

최소보험료 미만

최소보험료 미만

14만원

15만원

11만원

11만원

78 만원

78 만원

41만원

42만원

31만원

31만원

23 만원

23 만원

81 만원

최소보험료 미만

50만원 45만원 33만원 24 만원

129 만원

130 만원

80만원

81만원

68만원

69만원

50만원

51만원

37 만원

38 만원

최소보험료 미만

최소보험료 미만

최소보험료 미만

최소보험료 미만

최소보험료 미만

16만원 12만원

134 만원 83만원 74만원 54만원 40 만원

256 만원

258 만원

160만원

161만원

134만원

136만원

99만원

101만원

74 만원

74 만원

108267 만원 165만원 146만원 만원 78 만원

※상기 예시금액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계약자적립금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월납 기본보험료의 200%
월납 기본보험료의 300%
월납 기본보험료의 400%

2,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월납 기본보험료의 510%

‘계약자적립금’이란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적립순보험료를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후 적립합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인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주) 1.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적립형

거치형

목적자금만들기
5년만기 10년만기

표준이율(3.5%) 가정납  입
보험료

적용이율(3.7%) 가정최저보증이율 가정

3년납 5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ㅣ가입시 알아두실 사항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