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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

·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보험은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됩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므로 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고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건강이 자산이 되는 신개념 보험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수준이 다른 당신의 자산엔  
품격 높은 자산관리가 필요합니다.

1) (무)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해약환급금50%지급형) 또는 (무)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해약환급금50%지급형) 가입 시

자산관리의 첫 시작은 사망보장, 가입 첫날부터 든든한 보장1)

자산 배분의 명가와 자산 운용의 명가의 맞춤형 월드클래스 자산관리

건강해질수록 자산이 되는 AIA Vitality

AIA Vitality 적립 서비스 특약변액보험 저축성 상품 자산운용명가

연금보장 노후준비 상속사망보장 맞춤형 자산관리



3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자산 관리의 첫 시작인 든든한 사망 보장은 기본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산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종신특약으로 사망보장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자산,  
크게 키워 오래 이어가세요.

2억원

사망보험금

납입기간

종신

납입기간

종신
2억원

3.2억원

사망보험금

납입기간 완료

납입기간 내 감소

2억원

사망보험금

납입기간

종신

납입기간

종신
2억원

3.2억원

사망보험금

납입기간 완료

납입기간 내 감소

가입예시 
[기준] 가입금액 2억원

(무)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50%지급형) (무)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50%지급형)

언제 어느 때라도 사망보험금이 동일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본 충실 플랜 
가장의 경제활동기를 집중 보장하여 가장의 유고시에도 

가족들이 현재 삶을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제공하는 가족 안심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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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ct Sheet, AIA Group, 2022
2) AIAIM, 2021.09
3) AIAIM, AIA Global Market outlook&Elite fund insights, 2022.05

운용 자산 규모

9.6조 달러3)

운용 자산 규모

1.3조 달러3)

운용 자산 규모

3,653억 달러3)

운용 자산 규모

2.6조 달러3)운용 자산 규모

자산 배분의 명가와  
자산 운용의 명가가 만났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보험사 AIA1)는 1919년 
상하이에서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자산 배분 노하우를 가진 
보험의 명가입니다. 

AIAIM(AIA Investment Management Private Limited)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보험사 AIA의 자산 운용사
입니다. 

자산 배분의 명가

자산 운용의 명가와 손잡다

이제 당신도 AIAIM 전담팀으로부터 기관투자가만 접할 수 있었던 
해외 유명 운용사 펀드의 성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블랙록

1988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자산 관리자.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운용자산이 대한민국 GDP의 6배3) 

 | 웰링톤 매니지먼트

60여개국에서 2,200여개의 기관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 독립 투자 관리사

 | 베일리 기포드

1908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설립된, 영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110년 전통의 자산 운용사

 | 캐피탈그룹

1931년 미국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에 투자 거점을 두고 투자하는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
1,360억 달러2)

(한화 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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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자산 배분 중 위험자산(주식형) 비중 평균 (조정 범위)
2) 추가납입 시 사업비 부가 안 됨.
3)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연 4회 면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 감소.
4)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경과이후 신청가능. 납입 일시중지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됨

자산관리 솔루션도  
당신의 품격에 걸맞도록

3개의 펀드 중 귀하의 목표수익률과 투자성향에 맞게 펀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일상에만 집중하십시오. 글로벌 금융시장은 투자전문가들이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주시하고 자산별 비중을 조정하겠습니다. 
귀하가 일하시는 동안 자산이 알아서 일하도록 AIAIM은 최선의 관리를 합니다.

귀하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MMF로 선택의 폭을 넓게 제공 합니다.

귀하의 투자가 인생 목표와 변화, 현금 흐름 니즈에 꼭 맞도록 유연함과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채권형주식형

엘리트 자산배분적극형1)

고위험군

10% 40% 70%

90%
(70%~95%)1)

60%
(40%~70%)1)

30%
(10%~40%)1)

엘리트 자산배분안정형1)

저-중립위험군
엘리트 자산배분중립형1)

중립-고위험군

추가납입 가능2)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중도인출 가능3)

급한 자금 필요 시 
해약환급금에서 차감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가능4)

자금 우선순위에 따라 
보험료 납입은 일시 중지

AIA 엘리트 펀드

마음 든든한 투자

자산운용의 선택의 폭을 넓히다

유연한 자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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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싱가포르 펀드 성과  

※ AIA 엘리트 펀드와 AIA 싱가포르 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동성 요건, 수수료율 등이 상이합니다.
※ 아래 예시된 AIA 싱가포르 펀드 과거 수익률은 참고 자료일 뿐 AIA 엘리트 펀드의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AIAIM (2021년 3월 31일 기준)

AIA 엘리트 펀드는 AIA 싱가포르 펀드와 동일하지 않으나 AIA 싱가포르 펀드의 철학과 운용 전략을 추종합니다.

1) 2019년 7월 20일 설정
2) 2019년 7월 31일 설정
3) 2019년 12월 20일 설정
4) AIA싱가포르와 AIAIM이 결정한 기준수익률 의미
5) 90% MSCI World Total Net Return Index  +  10% Barclays Global Aggregate Corporate Total Return Index
6) 60% MSCI World Total Net Return Index  +  40% Barclays Global Aggregate Corporate Total Return Index
7) 30% MSCI World Total Net Return Index  +  70% Barclays Global Aggregate Corporate Total Return Index

AIA Elite 
Adventurous Fund1)

AIA Elite 
Balanced Fund2)

AIA Elite 
Conservative Fund3)

23.21%

18.57%

12.13%

16.40%
5)

12.87%
6)

8.69%
7)

6.82%

5.70%

3.44%

펀드 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 벤치마크4)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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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펀드 자산운용사 장점  

1) KOSIS(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2020년 명목GDP 기준), 블랙록(2020년 12월 31일 기준)
2) 웰링톤 매니지먼트, 2009년 말 성과를 100으로 환산
3) MSCI AC World Quality Index
4) MSCI AC World Index
5) 베일리 기포드 AIA Global Quality Growth Fund(2021년 2월 28일 기준),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베일리 기포드  | 캐피탈그룹 | 웰링톤 매니지먼트

Quality기업 투자 성과2) 펀드 편입 종목별 보유 기간5)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아우르는 탁월한 성과

Quality 3)

Broad market
index 4)

80

130

180

230

280

330

※ AIA 엘리트 펀드와 AIA 싱가포르 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동성 요건, 수수료율 등이 상이합니다.
※ 아래 예시된 AIA 싱가포르 펀드 과거 수익률은 참고 자료일 뿐 AIA 엘리트 펀드의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AIA 엘리트 펀드에는 해외 유명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투입됩니다.

6) 설정일 이후 2021년 7월 31일까지 3년 이동평균수익률 기준
7) 12개월 이상의 연환산수익률 대비
8) 3년 이동평균 시장수익률 > 0
9) 3년 이동평균 시장수익률 < 0
10) [자료] AIAIM, AIA Global Select Equity Fund 2021.11

미국 20조 9,366억

중국    14조 7,227억

블랙록              8조 6,800억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일본                         5조 3,781억

독일                      3조 8,060억

영국                 2조 7,077억

인도                2조 6,229억

프랑스                   2조 6,030억

이탈리아              1조 8,864억

캐나다             1조 6,434억

한국             1조 6,382억

국가별 국내총생산 비교1)  (달러)

자기자본이익률이 높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성장을 보이며 낮은 부채비율을 가진 

Quality 기업에 투자합니다.

지속적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장기 투자 지난 50년간 급변하는 환경에 
정확한 투자기회 포착

지역/국가별 현지 조사분석에 기초한
성장주와 가치주를 포괄하는 분석능력

5년 초과 보유 45%

2-5년 보유 35%

2년 미만 보유 24%

시장6) 벤치마크대비 초과성과 달성율7)

상승장8) 88%

하락장9) 10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블랙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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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Vitality 종신 특약 2종*** 선택 시
*최대 20% 할인 조건 예시 : 플래티넘 등급 5년 연속 달성 등

**AIA 바이탈리티가 적용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한하며,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른 할인 보험료가 
추가납입 보험료로 투자됩니다.
단, 계약 시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를 가입한 경우만 추가납입보험료로 투입되며, 미 신청시 
보험료를 할인 받습니다.
단,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 특약은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인 경우에 한하며,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는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신청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무)AIA Vitality 체감종신특약(해약환급금 50% 지급형), (무)AIA Vitality 평준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지급형)

건강이 자산이 되는 AIA Vitality 
건강이 쌓일수록 보험료를 적립/할인해 드리는 신개념 서비스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 추가 적립 또는 할인**

건강해지기위한 고객님의 노력을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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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Vitality 적립 서비스 특약의 보험료 누계액 예시
(단위 : 원)

경과보험연도 1년 5년 10년 15년 20년

(무)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50%지급형)
누적 납입보험료 (할인 전)

 5,856,000  29,280,000  58,560,000  87,840,000  117,120,000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 
(=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른 할인 보험료 
 =  바이탈리티 적립액)

 585,600  4,099,200  9,955,200  15,811,200  21,667,200 

[기준] (무)AIA Vitality 체감종신특약(해약환급금 50%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남자, 40세, 납입기간: 20년, 영업보험료(월납): 488,000원

건강이 자산이 되는 AIA Vitality

건강해지기위한 고객님의 노력을 보상해 드립니다.

※ 위 도해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프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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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자산관리로  
상속자산과 연금 동시에 보장하세요.

40세 손흥민님. 

대기업 브랜드 매니저로, 
2세 딸 하나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소중한 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처럼 시드머니를 남겨 주고 싶습니다. 

은퇴 후 평생 나오는 
생활비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 유고시에도 가족들이 
현재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시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손흥민님의 목표와 투자 성향을 감안하여, 
월 보험료  988,000원과 
엘리트 자산배분적극형 펀드를 추천합니다.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2)

6억원

20년 40년 가입기간(연도)

※ 위의 예시 금액은 참고 자료일뿐 본 상품의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3억 2천만원 보장3억 2천만원 보장1)1)

상속자산 + 매월 연금 지급

사망 시 지급액 투자 수익률 3.375% 기준 투자 수익률 -2.25% 기준 납입 보험료

상속자산 
2억원

1) 기준 : 연금지급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약의 보장금액과 주계약의 최저사망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표시
2) 투자 수익률 3.375%기준, 연금개시시점에 주계약의 계약자 적립액(바이탈리티 적립액 포함)과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
3) 연금 개시 후 20년 동안 확정지급, 20년 후 생존 시 연금지급

[기준]  남자 40세, 20년납, 총 보험료  988,000원(주계약 보험료 500,000원 + AIA Vitality 체감종신특약 (해약환급금50% 지급형) 보험료 488,000원(가입금액 2억원)),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 적용, 연금개시 공시이율 연 2.14%가정,  
연금 개시 나이 80세, 종신연금형(20년 보증지급) 
※ 바이탈리티 혜택 대상자는 바이탈리티 회원(2020년 11월 04일자 이후 신규가입/회원자격 유지자)을 의미하며, 바이탈리티 회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매월 월회비를 납입하여 바이탈리티 회원 자격을 유지 중일 경우 적용됩니다. 
※ 위 예시는 바이탈리티 적립액은 플래티넘 등급을 연속 달성했다고 가정한 것으로 중간에 등급이 변경될 경우 누적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3.375% 기준,
평생 매월 175만원3)

투자 수익률 3.375% 기준,
완납시점 124%,

40년 시점  환급률 220%

투자 수익률 -2.25% 기준,
완납시점 89%,

40년 시점  환급률 94%

투자 수익률 -2.25% 기준,
평생 매월 32만원3)

가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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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보험종류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거치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보험나이)(A) 보험료 납입기간 (B) 보험료 납입 후 최소거치기간 (C) 연금개시나이 (D)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0세~70세 5년납 5년
MAX
(45,A+B+C)세~80세

월납
정기추가납입보험료 : 월납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0세~66세 10년납 1년

0세~56세 20년납 1년

·   기본보험료 : 월납 30만원~900만원  
(단,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또는 (무) 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부가시 월납 10만원~900만원)

부가가능 특약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무) 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특약 약관 “제7관 바이탈리티(Vitality)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이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장의 “바이탈리티 유의사항” 및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은 만18세이상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부가되는 특약은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가되는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납입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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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보장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고도재해장해보험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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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 보험금은 계약자가 선택하신 기본보험료 크기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 장해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20차년도, 또는 100세까지 보증지급)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 5%, 10% 체증형(체증기간 10년)

보증금액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실적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액에서 고객이 선택한 지급한도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시점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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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한 날의 계약자적립액이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 제9호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은 경우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 1개월 전까지 다른 연금형태 2개 이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연금지급형태를 최대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선택한 연금지급형태의 분할비율은 연금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의 각각 50%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을 분할한 후 연금액을 

계산하여 동시에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의 최저보증이 없어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

개월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체증형의 경우, 체증기간 10년간의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에 체증률 5% 또는 10%로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10년이 경과한이후(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체증기간 

최종년도(10차년도)에 지급된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100세)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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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중 “100세”란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즉, “100세 보증형”이란 “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형입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확정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15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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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이 부가된 경우, 확정연금형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실적연금형에 관한 사항

- 연금지급개시 후에도 특별계정에서 자산운용실적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수익자가 연금 지급 신청 시「연금지급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 후 1개월 이후부터 동일 보험연도 중 12회 이내에서 연금액의 매회지급한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회 지급하는 연금액의 지급한도(“매회 지급한도”)는 연금지급 시 마다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1%단위로 수익자가 연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지급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잔액을 연금연액으로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구분 매월 분할 지급 매 3개월 분할 지급 매 6개월 분할 지급 매년 지급

연간 지급횟수 12 4 2 1

매회 지급한도 2% 6%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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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특약 보장내용

[기준]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무) 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구분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사망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5년
특약의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억 2,000만원
·  계약일부터 1년 이후 5년 미만 : 매년 3억 2,000만원에서 2,400만원씩 정액 체감한 금액
·  계약일부터 5년 이후 : 2억원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특약의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억 2,000만원
·  계약일부터 1년 이후 10년 미만 : 매년 3억 2,000만원에서 1,200만원씩 정액 체감한 금액
·  계약일부터 10년 이후 : 2억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특약의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억 2,000만원
·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0년 미만 : 매년 3억 2,000만원에서 600만원씩 정액 체감한 금액
·  계약일부터 20년 이후 : 2억원

(무) 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억원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해약환급금 50%지급형) 및 (무)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해약환급금 50%지급형)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특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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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무) 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단위 : 원)

구분 기준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지급형)

20년납  372,000  488,000  664,000  324,000  422,000  554,000 

(무) 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지급형)

20년납  360,000  468,000  622,000  314,000  408,000  532,000 

·  상기 보험료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이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 보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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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종류

엘리트 자산배분
적극형1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및 주식관련 증권 등에 100% 이내로 투자 하고,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및 채권관련 증권,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35% 이내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시장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해외주식 뿐 아니라 해외 채권 및 국내외 우량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100% 이내 해외 투자
(주식,집합투자기구 (펀드) 등)

35% 이내 국내외채권
집합투자기구 및 유동성 자산 등

엘리트 자산배분
중립형1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및 주식관련 증권 등에 70% 이내로 투자하고,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및 채권관련 증권,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65% 이내로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시장위험은 상대적으로 보통수준이나 해외주식 뿐 아니라 해외 채권 및 국내외 우량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70% 이내 해외 투자
(주식, 집합투자기구 (펀드) 등)

65% 이내 국내외채권
집합투자기구 및 유동성 자산 등

엘리트 자산배분
안정형1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및 주식관련 증권 등에 40% 이내로 투자하고, 국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및 채권관련 증권, 단기금융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95% 이내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시장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고 해외주식 뿐 아니라 해외 채권 및 국내외 우량 주식 등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40% 이내 해외 투자
(주식, 집합투자기구 (펀드) 등)

95% 이내 국내외채권
집합투자기구 및 유동성 자산 등

MMF형
단기 우량채권, MMF(집합투자기구(펀드)), 유동성자산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유동성 및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100% 이내
국·공채권, 통화안정증권, CD, 콜론, MMF 등

· 해외시장에 투자되는 펀드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펀드 변경 및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펀드의 종류는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의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 펀드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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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 수수료

구분 펀드명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합계

해외 혼합형

엘리트 자산배분적극형1 매년 0.7200%

매년 0.0200% 매년 0.0200% 매년 0.0200%

매년 0.7800%

엘리트 자산배분중립형1 매년 0.6300% 매년 0.6900%

엘리트 자산배분안정형1 매년 0.5400% 매년 0.6000%

MMF MMF형 매년 0.1655% 매년 0.0000% 매년 0.0100% 매년 0.0245% 매년 0.2000%

·  상기 펀드들은 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기초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자산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부과되며 이는 기준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펀드명 엘리트 자산배분적극형1 엘리트 자산배분중립형1 엘리트 자산배분안정형1 MMF형

수수료 0.39% 0.35% 0.32% 0.11%

·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ㆍ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기타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다만, 펀드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비롯한, 재간접 투자 시 발생하는 기초펀드의 별도 수수료 등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 변액보험 운용현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

-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 경과시점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의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합니다.

-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이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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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선택 및 변경

· 펀드선택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약관(펀드의 유형에 관한 조항)에서 규정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의 수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펀드를 합하여 최대 4개이고, 이는 납입보험료 투입비율 변경이나 펀드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각각 펀드별 투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선택한 펀드 유형별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①내지 ②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펀드변경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각각에 해당하는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별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매 6개월 단위로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최저사망지급금에 관한 사항
-  최저사망지급금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약관 본문에 정의된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지급금 보증비용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저사망지급금을 보증하기 위한 위한 보증비용입니다.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 특별계정 운용 시 증권의 매매수수료 및 예탁, 결제 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을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 무배당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됩니다.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므로 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고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지급금) 및 부가되는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 및 특별계정 운용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하여 계약자적립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로 투입되어 운용되는 것이 아니고, 납입하신 보험료 중 일부(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운용 경비인 부가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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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공제비용 예시

[기준] 기본보험료 50만원, 남자, 가입나이 40세, 20년납 월납 (단위 : 만원)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초과

해약공제금액 103 86 69 52 35 18 0 0

해약공제비율 17.2% 7.2% 3.8% 2.2% 1.2% 0.5% 0.0% 0.0%

·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지시 공제하는 금액과 비율(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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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50%지급형" 특약과 "표준형" 특약 비교 [남자 40세]

[기준] 20년납, 40세, 월납 | (무)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해약환급금 50%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무)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해약환급금 50%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50%지급형 표준형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488,000  508,000 

(무) 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468,000  492,000 

·  위 바이탈리티 특약의 경우, 상기 보험료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이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해약환급금 50%지급형" 특약이 포함된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특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과 같습니다.

·  아래의 “표준형” 특약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율)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되었으며, "해약환급금 50%지급형" 특약과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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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
보험종류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50%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11,472,000 0 0.00%  12,000,000 0 0.00%

2년  22,944,000 3,926,000 17.11%  24,000,000 7,852,000 32.71%

3년  34,416,000 9,136,000 26.54%  36,000,000 18,272,000 50.75%

5년  57,360,000 19,875,000 34.64%  60,000,000 39,750,000 66.25%

7년  80,304,000 31,060,000 38.67%  84,000,000 62,120,000 73.95%

10년  114,720,000 46,024,000 40.11%  120,000,000 92,048,000 76.70%

19년  217,968,000 97,659,000 44.80%  228,000,000 195,318,000 85.66%

20년  229,440,000 208,368,000 90.81%  240,000,000 208,368,000 86.82%

30년  229,440,000 260,556,000 113.56%  240,000,000 260,556,000 108.56%

40년  229,440,000 313,732,000 136.73%  240,000,000 313,732,000 130.72%

50년  229,440,000 355,044,000 154.74%  240,000,000 355,044,000 147.93%

60년  229,440,000 380,216,000 165.71%  240,000,000 380,216,000 158.42%

70년  229,440,000 394,652,000 172.00%  240,000,000 394,652,000 164.43%

71년  229,440,000 400,000,000 174.33%  240,000,000 400,000,000 166.66%

·  상기 해약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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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50%지급형" 특약과 "표준형" 특약 비교 [여자 40세]

[기준] 20년납, 40세, 월납 | (무)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해약환급금 50%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무)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해약환급금 50%지급형) 가입금액 2억원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보험종류 해약환급금 50%지급형 표준형

(무) AIA Vitality 체감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422,000  440,000 

(무) AIA Vitality 평준 종신특약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408,000  430,000 

·  위 바이탈리티 특약의 경우, 상기 보험료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이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해약환급금 50%지급형" 특약이 포함된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특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과 같습니다.

·  아래의 “표준형” 특약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율)를 반영하지 않고 산출되었으며, "해약환급금 50%지급형" 특약과 동일한 보장 내용의 비교·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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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
보험종류

경과기간

해약환급금 50%지급형 표준형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납입보험료누계액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9,960,000 0 0.00%  10,440,000 0 0.00%

2년  19,920,000 3,290,000 16.51%  20,880,000  6,580,000 31.51%

3년  29,880,000 7,891,000 26.40%  31,320,000  15,782,000 50.38%

5년  49,800,000 17,391,000 34.92%  52,200,000  34,782,000 66.63%

7년  69,720,000 27,316,000 39.17%  73,080,000  54,632,000 74.75%

10년  99,600,000 40,630,000 40.79%  104,400,000  81,260,000 77.83%

19년  189,240,000 87,461,000 46.21%  198,360,000  174,922,000 88.18%

20년  199,200,000 186,804,000 93.77%  208,800,000  186,804,000 89.46%

30년  199,200,000 239,000,000 119.97%  208,800,000  239,000,000 114.46%

40년  199,200,000 297,652,000 149.42%  208,800,000  297,652,000 142.55%

50년  199,200,000 349,412,000 175.40%  208,800,000  349,412,000 167.34%

60년  199,200,000 379,396,000 190.45%  208,800,000  379,396,000 181.70%

70년  199,200,000 393,068,000 197.32%  208,800,000  393,068,000 188.25%

73년  199,200,000 400,000,000 200.80%  208,800,000  400,000,000 191.57%

·  상기 해약환급률은 납입보험료누계액 대비 해약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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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바이탈리티 보험료 
적립 또는 할인

•가입 첫해부터 보험료 10% 적립 또는
     선할인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적립 또는 할인

바이탈리티 혜택 : 
매주, 종신토록 제공!

•주간리워드 : 주간목표 달성 시 제공

• 등급리워드 : 등급 달성 시 제공

바이탈리티 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적립 또는 할인
직전 보험 연도에 적용된 보험료 할인율에 당해 보험 연도의 "보험료 할인 등급"에 따른 가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누적 할인율 적용 (단, 바이탈리티회원 중 월회비 납입한 경우 해당)

*최대 20% 할인 조건 예시 : 플래티넘 등급 5년 연속 달성 등

1보험연도누적할인율

8%
9%

10% 11%

12%

6%

8%

12%

14%

4%

7%

13%

16%

2%

6%

14%

18%

0%

5%

15%

20%

0%

10%

20%

2보험연도 3보험연도 4보험연도 5보험연도 6보험연도

플래티넘등급 연속달성 시

골드등급 연속달성 시

실버등급 연속달성 시

브론즈등급 연속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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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Vitality와 함께 생활 속 건강 관리!
보장은 기본, 건강해질수록 혜택을 더 드립니다.

※  바이탈리티 혜택 대상자는 바이탈리티 회원(2020년 11월 04일자 이후 신규가입/회원자격 유지자)을 의미합니다.

※  가입 첫해 보험료 적립 또는 선할인은 보험 가입 후 1년 내 유료회원 가입자만 적용됩니다.    
(단, 유료회원 가입 시점부터 적립 또는 할인 적용)

※ 보험료 적립 또는 할인은 건강증진형 상품 규정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보장이 있습니다.

※  바이탈리티 보험료 할인은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납입보험료에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을 반영하여 할인합니다.

※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 선택 시, 아래의 할인율이 반영된 할인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적립합니다.

제1보험연도 제2보험연도 이후 매 보험연도
10% 누적할인율 한도 최대 20%

최소 0%
보험료할인 등급에 따른

가감할인율
브론즈 2% 차감

실버 1% 차감
골드 1% 가산

플래티넘 2% 가산

※  누적할인율은 플래티넘 등급과 브론즈 등급을 연속 달성했다고 가정한 것으로 중간에 등급이 
변경될 경우 누적할인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이탈리티 혜택 대상자는 바이탈리티 회원(2020년 11월 04일자 이후 신규가입/회원자격 
유지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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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Vitality와 함께  
일상의 건강한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25

AIA Vitality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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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건강 설문하고, 
나의 바이탈리티 
나이를 확인해보세요.

나의 건강을 아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예요. 

매일 나만의 
목표를 관리하고,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세요.

활동한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으세요.

주간 리워드와 보험료  할인 최대 
20%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최대 20% 할인 조건 예시 : 플래티넘 등급 5년 연속 달성 등

26

KNOW IMPROVE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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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바로 가기 > 영상 바로 가기 > 영상 바로 가기 >

PROTECT

AIA Vitality를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고객들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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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란 회원들의 건강관리노력 및 생활습관개선을 지원하는 건강 및 웰니스 프로그램입니다.

가입조건 및 유의사항
(무)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바이탈리티(Vitality)에 관한 사항 

(1) 바이탈리티 멤버십 회원 자격 부여 및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피보험자 등 회사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바이탈리티 멤버십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자격을 부여합니다.
       ① 만 18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한민국 거주 자격을 보유한 자
       ②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인증을 완료한 자
       ③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필수 동의 사항에 동의한 자
       ④ ①~③를 모두 충족하고, 회원 가입 신청 후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

(2)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피보험자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회원으로서,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의하는 바이탈리티1.1 회원1(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바이탈리티1.1” 서비스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명 변경시 변경된 서비스명을 따릅니다)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에 대한 바이탈리티1.1 서비스 기간은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 마다 갱신되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에 대한 바이탈리티1.1 서비스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는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됩니다.

(4)  피보험자가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회원 자격 상실 확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는 소멸되며 피보험자가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회원 
자격 상실 확정을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보험자에 대한 바이탈리티1.1 서비스 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2,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5)  본 계약의 피보험자는 아래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관련하여, 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 정보를 보험계약에 반영하기 위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휴대폰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바이탈리티1.1 회원”에는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바이탈리티1.1 회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회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2)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바이탈리티1.1 회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무) AIA Vitality Diamond Wealth 변액연금보험 바이탈리티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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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 관련 사항
(1) 바이탈리티 등급은 ‘브론즈 Bronze’, ‘실버 Silver’, ‘골드 Gold’, ‘플래티넘 Platinum’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동일 순서로 최하위 등급(브론즈 Bronze)에서 최상위 등급(플래티넘 Platinum)으로 합니다.
(2) 포인트는 환금성이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바이탈리티 앱, 전화 등을 통해 현재의 바이탈리티 등급 및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 및 방법 등의 변경은 [표1]과 같습니다.

포인트 기준 
Point

바이탈리티 등급 브론즈 Bronze

0 ~ 9,999 Point
실버 Silver

10,000 ~ 19,999 Point
골드 Gold

20,000 ~ 29,999 Point
플래티넘 Platinum

30,000 Point ~

0 10,000 20,000 30,000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기준 및 방법 등의 변경
[표1] 포인트 적립기준 및 방법 세부내용(단위 : 포인트)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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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활동.1

기초건강검진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 증빙 업로드
※  바이탈리티 연도 내에 4가지 항목에 대해 각 항목 측정 당 1회 포인트 적립 가능 (제출일이 속한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1회 포인트 적립 가능)

세부 수행방법
·  회원 자격 부여 이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임상지표(BMI체질량 지수, 혈압, 총 콜레스테롤, 공복혈당)를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
·  제출 증빙자료는 “회원이 측정한 건강 수치, 회원의 측정일자 및 피측정인인 회원의 이름, 3가지가 모두 명시된 문서 또는 화면” 증빙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앱에 업로드하여 제출.
· 측정 결과는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활동당 적립 포인트
BMI체질량 지수,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의 4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  측정 시 각각 1,000포인트 적립
·  정상기준 충족 시 추가로 각각 1,500포인트 적립
[기초 건강 검진에서의 건강 수치 항목 및 정상 기준]

건강 수치 정상 기준

BMI(체질량지수) 18.5이상 25미만

혈압 수축기 혈압 120mmHg미만, 이완기 혈압 80mmHg미만

총 콜레스테롤(TC) 200mg/dL미만

공복혈당 100mg/dL미만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0포인트

[포인트 적립활동] 포인트 적립기준 및 방법 세부 내용 (단위 : 포인트)
회원이 아래와 같은 포인트 적립활동을 아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행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면 회원은 활동별 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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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활동.2

바이탈리티 나이측정

포인트 적립 활동.3

영양 균형 진단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포인트 적립 가능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2회 적립)

세부 수행방법
·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수행하는 자가 진단으로, 각 질문에 응답하면 바이탈리티 나이가 측정되며, 해당 포인트가 적립
· 진단항목 :  (1)일반 건강 항목(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등)          

(2)흡연 및 음주 항목(흡연 여부, 흡연량, 음주 여부, 음주량 등)          
(3)라이프스타일 항목(음식 섭취 종류, 소금 섭취, 운동량 등)

활동당 적립 포인트
50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포인트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포인트 적립 가능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2회 적립)

세부 수행방법
·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수행하는 자가 진단으로 각 질문에 응답하면 진단 결과를 받은 후, 해당 포인트가 적립
· 진단항목 : 식사 주기, 간식량, 식이섬유, 나트륨 섭취, 음료 섭취, 유제품, 패스트푸드 섭취, 임신 여부 등

활동당 적립 포인트
50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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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활동.4

금연 선언

포인트 적립 활동.5

활동측정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도 내 한 번 포인트 적립 가능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1회 적립)

세부 수행방법
① 회원이 직접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금연 선언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금연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
② 이에 대한 별도의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활동당 적립 포인트
1,00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000포인트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 연동된 활동 측정 관련 앱 또는 디바이스가 신체 활동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기록

세부 수행방법
①  회원의 위 걸음 수, 심장박동 수는 회사가 정한 신체활동 측정 및 기록 가능 앱 또는 디바이스(예를 들어, S-Health, Apple Health 등)를 통해 측정 및 

기록됩니다. 
② 앱 또는 디바이스에서 측정된 회원의 활동 정보는 바이탈리티 앱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바이탈리티 앱에서 데이터를 확인.
③  만약 활동정보가 앱 또는 디바이스에 기록되지 않거나, 기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차주 목요일 00시 전까지 바이탈리티 앱을 실행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활동으로 인한 포인트 적립은 되지 않음.
※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위의 앱 및 디바이스 중 하나 이상을 바이탈리티 앱과 연동하는 사전 작업을 회원이 수행하여야 함. 만약 회원이 해당 사전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포인트 적립 제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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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당 적립 포인트
최소 50, 최대 100

구분 포인트 적립 기준 적립 포인트
걸음 수 일일 걸음 수 7,500 걸음 이상 12,500걸음 미만 50포인트

일일 걸음 수 12,500 걸음 이상 100포인트

심장 박동 수 회원의 일일 최대 심장박동 수의 60% 이상 70% 미만을 30분 이상~60분 미만 동안 유지 50포인트

회원의 일일 최대 심장박동 수의 70% 이상을 3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유지 100포인트

회원의 일일 최대 심장박동 수의 60% 이상 70% 미만을 60분 이상 동안 유지 100포인트

①  회원의 위 걸음 수, 심장박동 수는 회사가 정한 신체활동 측정 및 기록 가능 앱 또는 디바이스(예를 들어, S-Health, Apple Health 등)를 통해  측정 및 기록 됩 
니다.

②  위 걸음 수, 심장박동 수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는 적립기준 별로 각각 부여되고 각각의 적립기준 별 포인트는 합산되지 않고 부여된 포인트 중 더 높은 포인
트를 기준으로 적립되며, 일일 동안 적립되는 포인트의 최대한도는 100 포인트로 제한됩니다. [예로, 일일 동안 측정된 전체 측정치가 1) 일일 걸음 수 7,500
걸음 이상 12,500걸음 미만(50포인트)이고, 2)회원의 일일 최대 심장박동 수의 70% 이상을 30분 이상의 시간 동안 유지(100 포인트)인 경우, 부여된 50포
인트와 부여된 100포인트를 합산하지 않고 100포인트를 해당일의 포인트로 적립하게 됩니다.

③   위 걸음 수, 심장박동 수를 측정하는 방식 및 기준은 위 ①호의 앱 및 디바이스의 정책에 따릅니다.
④  회원이 다수의 앱 및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포인트가 많이 적립될 수 있는 신체활동(걸음 수, 심장박동 수)을 측정 및 기록한 앱 또는 디바이스 중 하

나의 신체활동 측정치를 기준으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결정됩니다.
⑤  각 앱 및 디바이스에서 일일 (기준일의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측정된 걸음 수, 심장박동 수 측정치를 기준으로 위 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

립 포인트가 결정되며, 포인트 적립 상세는 위 ②호에 따릅니다.
⑥ 위 심장박동 수의 일일 최대 심장박동 수는 (220 - 회원의 만 나이)bpm으로 정의됩니다.
⑦ 위 심장박동 수는 회원이 선택한 앱 또는 디바이스의 기능에 따라 측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⑧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위 1호의 앱 및 디바이스 중 하나 이상을 바이탈리티 앱과 연동하는 사전 작업을 회원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해당 사전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포인트 적립 제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5,000포인트
※ 일일 최대 100포인트 한도 내 적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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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활동.6

마음건강진단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3가지 항목에 대해 각 항목 수행 당 1회 포인트 적립 가능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2회 적립)

세부 수행방법
스트레스, 심리 상태, 사회적 연계의 3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수행 시 각각 적립

활동당 적립 포인트
각각 20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200포인트

포인트 적립 활동.7

정밀검진 및 예방접종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 증빙 업로드
※  바이탈리티 연도 내에 2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각 세부 항목 수행 당 1회 포인트 적립 가능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1회,     

단, 예방접종 중 B형 간염 예방접종과 COVID-19 백신은 바이탈리티 연도와 관계 없이 1회만 포인트 적립 가능) 
※ 각 카테고리별 <세부 수행방법>의 ④번 참조

세부 수행방법
·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 이용 약관 제3조에 따른 회원 자격 부여 이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단, 예방접종 중 COVID-19 백신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포함될 수 있음)에 방문하여 정밀 검진, 예방접종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부 항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제출하면, 
해당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제출일이 속한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1회 포인트 적립 가능. 단, 예방접종 중 B형 간염 예방접종과 COVID-19 백신은 바이탈리티 
연도와 관계 없이 1회만 포인트 적립 가능) 

·  수행 결과는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COVID-19 백신의 경우, 수행 결과 제출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 증빙 자료는 “회원이 수행한 정밀 검진 및 예방접종의 세부 항목 내역, 회원의 수행일자 및 수행한 회원의 이름 3가지가 모두 명시된 문서 또는 화면”

입니다. 증빙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앱에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 검진 카테고리] 유방조영술, 자궁경부암 검사, HIV 항체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혹은 분변잠혈 검사), 안과 검진, 치과검진
[예방접종 카테고리] 독감, 폐렴, 대상포진, B형 간염, COVID-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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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당 적립 포인트
각각 1,000포인트. 단, COVID-19 백신의 경우 2,000포인트 
(정밀 검진 카테고리 : 합산 최대 6,000포인트 적립 / 예방접종 카테고리 : 합산 최대 6,000포인트 적립)

정밀 검진, 예방접종의 2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세부 항목 수행 시 각각 1,000포인트 적립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세부 항목 중 COVID-19 백신의 경우에는 접종하는 백신 종류별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차수의 접종을 바이탈리티 연도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해당 세부 항목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포인트가 적립되며, 그로 인한 포인트는 2,000 적립)
(단, 정밀 검진 카테고리 : 합산 최대 6,000포인트 적립 / 예방 접종 카테고리 : 합산 최대 6,000포인트 적립)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12,000포인트

포인트 적립 활동.8

수면 측정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 연동된 앱 또는 디바이스가 수면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수면 시간 측정
※ 기타 적용되는 항목은 <세부 수행방법> 참조

세부 수행방법
·  수면시간 측정은 회사가 정한 앱 또는 디바이스를 통해 측정 및 기록되며, 수면시간 측정 방식 및 기준은 해당 앱 또는 디바이스의 정책에 따릅니다.
·  회원이 다수의 앱 또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포인트가 많이 적립될 수 있는 수면시간을 측정 및 기록한 앱 또는 디바이스 중 하나의 수면시간 

측정치를 기준으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결정됩니다.
· 수면 시간은 회원이 선택한 앱 또는 디바이스의 기능에 따라 측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수면시간 측정 가능한 앱 또는 디바이스 중 하나 이상을 바이탈리티 앱과 연동하는 사전 작업을 회원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해당 사전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포인트 적립 제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활동당 적립 포인트
·해당 주간*의 기간 동안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달성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주간 기간 동안의 수면 측정에 따른 포인트 적립

1) 해당 주간*의 기간 동안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달성한 횟수가 1회~3회 인 경우 : 해당 주간*기간에 대해 7시간 이상 수면 시간 달성한 하루 당 5포인트 적립
2) 해당 주간*의 기간 동안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달성한 횟수가 4회~7회 인 경우 :  해당 주간*기간에 대해 합산 최대 50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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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2,000포인트

*해당 주간 : 수면 측정을 위한 해당 주간은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차주 월요일 오후 12시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 당일 오후 12시부터 익일 오후 12시 전까지

포인트 적립 활동.9

수면 설문
수행방법
바이탈리티 앱에서 수행
※ 바이탈리티 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포인트 적립 가능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2회)

세부 수행방법
· 바이탈리티 앱을 통해 수행하는 자가 진단으로 각 질문에 응답하면 수면 상태가 측정되며, 해당 포인트가 적립. 
· 진단항목 : 수면 만족도, 수면 장애, 수면의 질 등.

활동당 적립 포인트
250포인트

바이탈리티 연도 내 최대 적립 가능 포인트
5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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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회원의 활동을 인식한 후 24시간 이내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4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 회사의 불가피한 서비스 장애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의한 포인트 적립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 및 배상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회원은 포인트 적립과 관련하여 회사에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적립과 관련된 이의 신청은 회원이 이의 사유를 인지한 후 즉시 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이의 신청에 대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의 신청이 수용된 시점에 해당 포인트를 적립합니다.
- 이의 신청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신청됩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이의 신청과 관련된 증거 또는 서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이의 신청과 관련된 증거 또는 서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포인트 적립에 있어 사기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이 사기 또는 위법한 행위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매 바이탈리티 연도 기준일에 직전 바이탈리티 연도에 적립한 포인트는 소멸되고, 회원은 0포인트부터 다시 포인트 적립을 시작합니다. (‘바이탈리티 연도’란 기준일(회원 자격이 부여된 월일)로부터 기산한 1년마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2일에 회원 자격이 부여된 경우 기준일을 7월 2일입니다. 다만, 기준일이 2월 29일인 경우에는 다음 바이탈리티 연도부터 기준일을 3월 1일로 합니다.)
·  회원 가입시점 바이탈리티 등급은 ‘브론즈(Bronze)’입니다. 바이탈리티 등급은 [당해 바이탈리티 연도 중 적립된 포인트에 따른 등급]과 [직전 바이탈리티 연도 마지막 날까지 적립된 포인트에 따른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으로 합니다. ([표2] 바이탈리티 등급 예시 참조)
·  회사는 바이탈리티 제휴사(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기준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기준 및 방법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고, 회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1] 참조)
·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포인트 적립 기준과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변경 사유, 적용일자, 변경될 바이탈리티 등급별 포인트 기준 및 포인트 적립 기준과 방법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바이탈리티 앱 등), 서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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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바이탈리티 등급 예시

※ 가정 : 계약일과 바이탈리티 연도 기준일이 동일한 경우

제1바이탈리티연도 제2바이탈리티연도 제3바이탈리티연도

플래티넘 Platinum

골드 Gold

실버 Silver

브론즈 Bronze

등급① 브론즈 실버 골드 브론즈 실버 브론즈 실버 골드

등급② 브론즈 골드 실버

바이탈리티등급
(등급①과 등급② 중 높은 등급)

브론즈 실버 골드 골드 실버 골드

기준일기준일계약일 = 바이탈리티연도 기준일 기준일

당해 바이탈리티 연도 중 적립된 포인트

등급① : [당해 바이탈리티 연도 중 적립된 포인트에 따른 등급]
등급② : [직전 바이탈리티 연도 마지막 날까지 적립된 포인트에 따른 등급] 다만, 직전 바이탈리티 연도가 없는 경우에 등급②를 브론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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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보험료 할인에 적용되는 바이탈리티 등급(이하 "보험료 할인 등급"이라 합니다.)은 매 보험연도 시작일의 45일 전일 회원인 피보험자의 바이탈리티 등급을 기준으로 확정하여 이후 
도래하는 보험연도 1년 동안 적용합니다. ('보험연도'란 보험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시기로부터 기산한 1년마다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계약연도'라고도 합니다.) 갱신형 상품
(특약 포함)의 경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에 모두 적용합니다. 단, 아래 제(2)항 ①호의 제1보험연도 할인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각 기간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
      ① 제1보험연도 : 10%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피보험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하는 영업보험료에 적용합니다.
            ㄱ. 청약일에 바이탈리티1.1 회원인 경우
            ㄴ. 계약일 전에 바이탈리티1.1 회원인 경우
            ㄷ. 계약일부터 1년 이내 바이탈리티1.1 회원이 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바이탈리티1.1 회원이 된 이후 납입하는 영업보험료에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2보험연도 이후 매 보험연도 : 직전 보험연도에 적용된 보험료 할인율에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 할인 등급"에 따른 가감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 (이하 "누적할인율"이라 합니다.)   

단, 누적할인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20%로 하고, 0% 미만인 경우 0%로 합니다.

계약일 계약일 후 바이탈리티1.1 회원이 된 시점 제1보험연도 할인율 적용 제2보험연도 이후 할인율 적용

2021.09.01 2022.04.01 O O

2022.09.01 X O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보험료 할인 적용 예시

누적할인율 한도 및 가감할인율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

누적할인율 한도
최대 20%

최소 0%

"보험료 할인등급"에 따른 가감할인율

브론즈(Bronze) 2% 차감

실버(Silver) 1% 차감

골드(Gold) 1% 가산

플래티넘(Platinum) 2%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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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보험료 할인 등급", "가감할인율" 및 "누적할인율" 등 “바이탈리티 보험상품” 보험료 할인의 제공 여부와 보험료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매 보험연도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전자적 방법
(전자우편, 바이탈리티 앱 등), 서면 등을 통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제1보험연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은 계약시점에 안내합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 및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①  해지일 이후 피보험자가 회원 탈퇴 또는 회원 자격 상실 확정을 통보 받는 경우 또는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 연체보험료 및 부활(효력회복)

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해지일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1.1 회원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동안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되는 경우, 연체보험료 및 부활(효력회복)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2)항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③  ①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후 “바이탈리티1.1에 다시 가입”(이하 “바이탈리티1.1 재가입”이라 합니다)하여 바이탈리티1.1 회원이 된 경우3, 

바이탈리티1.1 재가입한 시점 이후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는 제(2)항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바이탈리티1.1 재가입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바이탈리티1.1 재가입일의 할인율은 0%
로 하고, 바이탈리티1.1 재가입 이후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는 제(2)항 ②호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5)  본 상품 약관 중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변경된 보험료를 계산한 후,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6)  회원이 수행한 포인트 적립 관련 활동이 회원 본인의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회사는 바이탈리티1.1 회원에게 적용되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주계약 및 부가특약 중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한 주계약 및 부가특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바이탈리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 및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바이탈리티1.1에 다시 가입하여 바이탈리티1.1 회원이 된 경우”에는,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바이탈리티1.1 회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회원이 아니게 된 후「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다시 바이탈리티1.1 회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회원이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바이탈리티 1.1 재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적용 예시 계약일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된 시점
계약일 후 바이탈리티1.1 
재가입일

제1보험연도 
할인율 적용

제2보험연도 이후 
할인율 적용

2021.09.01 2022.02.01 2022.04.01 O O

2022.09.01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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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 특약 부가 조건 및 유의사항]

1.  이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 주계약과 해당 주계약의 부가 특약 중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각 계약의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료 할인액과 동일한 금액(이하, “바이탈리티 
적립액”이라 합니다)을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영수하여 주계약에 추가보험료로 납입 및 적립합니다. (이하,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라합니다)

2.  “바이탈리티 적립액”은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서 제공하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 할인액과 동일합니다. “바이탈리티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 할인액이 변동되는 경우, “바이탈리티 적립액”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3.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바이탈리티 멤버십 회원으로서,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의하는 바이탈리티1.1 회원1인 경우에 한합니다.

4. 주계약은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해야 하며, 주계약 또는 부가 특약 중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5.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자의 신청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되며, 주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부가할 수 없습니다.

6.  이 특약의 서비스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①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다만, 주계약이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는 제외 
② 주계약이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이 아니고,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인 특약이 모두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다만,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인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이 되는 경우는 제외 
③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 회원을 탈퇴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④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2. 다만, 바이탈리티1.1 재가입의 경우는 제외 
⑤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타 사유에 의하여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7. 회원이 바이탈리티1.1의 해지를 신청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 1.1 회원으로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3에는 이 특약에 따른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이 특약의 서비스기간은 이 특약에 의해 “바이탈리티 적립액”이 주계약에 추가납입으로 적립되는 기간을 말하며, 이 특약이 부가되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들에 해당하는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합니다.

1) “바이탈리티1.1 회원”에는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바이탈리티1.1 회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회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2)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바이탈리티1.1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바이탈리티1.1 회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3)  “바이탈리티1.1에 다시 가입하여 바이탈리티1.1 회원이 된 경우”에는,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바이탈리티1.1 회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회원이 아니게 된 후 「AIA Vitality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다시 바이탈리티1.1 
회원으로 정의될 수 있는 회원이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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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리티 적립액의 납입 및 운용]

1.  “바이탈리티 적립액”은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에 의하지 않은 추가납입과 구분되어 운영하지 않고 합산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바이탈리티 적립액”의 납입 또는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이하, 
“펀드변경”)시 펀드별 투입비율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선택한 바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바이탈리티 적립액”의 펀드별 투입비율은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3. “바이탈리티 적립액”은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 주계약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추가보험료 납입 한도 이내에서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4. “바이탈리티 적립액”에 의해 적립된 추가납입보험료의 인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가 운영되는 방식을 따릅니다.

5. 기타 투입비율의 변경, 펀드변경 그리고 각각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기준가격에 사항 등은 주계약의 추가납입보험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바이탈리티 적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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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의 보험료 할인 적용 예시

누적할인율 한도 및 가감할인율

1.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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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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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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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인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AIA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모집종사자가 AIA생명의 전속 설계사가 아닌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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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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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주계약에 적용된 보험료 산출이율은 연복리 2.25%이며, 부가가능한 특약에 적용된 보험료 산출이율은 연복리 2.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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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9.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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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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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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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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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3.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14.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5.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6.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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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 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ia.co.kr (당사 홈페이지) [보험상품 비교·공시]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 본 안내장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내]

- 부산 : (051) 606-1701

- 대구 : (053) 760-4000

- 광주 : (062) 606-1600

- 대전 : (042) 479-515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전화] 1588-3311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생명보험협회]

- 본부 : (02) 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 2262-6552, 6572, 6573

- 중부지역본부 : (042) 242-7002~4

- 호남지역본부 : (062) 350-0111~4

- 영남지역본부 : (051) 638-7801~4

- 대구지부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 원주지부 : (033) 761-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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