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 변액보험판매관리사 핵심요약+최종모의고사] 1쇄 오타정정노트 

 
   (2019.03.22 업데이트) 

페이지 수정 부분 수정 전 → 수정 후 수정일 

15 

주가거래 관련 주요 

용어_⑦ 
 

⑦ 프로그램 매매 : 시장분석과 주문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  

(빨간색 글자 삭제)  
 

2019.03.22 
 

주가거래 관련 주요 

용어_⑧ 
 

⑧ 우리사주조합 :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합  

→ ⑦ 우리사주조합 :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합  
 

주가거래 관련 주요 

용어_⑨ 
 

⑨ 스톡옵션 : 자사주식 매입선택권  

→ ⑧ 스톡옵션 : 자사주식 매입선택권  
 

21 
개인소득세 

열거주의 과세 
 

6 ~ 38%의 누진세율 적용  

→ 6 ~ 42%의 누진세율 적용  
 

22 비과세 금융상품_① 
 

① 장기저축성보험 : 10년 이상(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5년 이상 납입하는 월적립식, 

55세 이후 종신 수령하는 연금보험은 2억 한도 제외)  

→ ① 장기저축성보험 : 10년 이상(1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5년 이상 납입하는 

월150만원 적립식(연 1,800만원), 55세 이후 종신 수령하는 연금보험은 1억 한도 제외)  
 

24 생명보험산업 현황 
 

세계 8위의 생명보험 국가(2014년 기준)  

→ 세계 7위의 생명보험 국가(2016년 기준)  
 

28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경우_⑤ 
 

⑤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부실하게 권유한 경우 등  

→ ⑤ 모집종사자가 고지를 부실하게 권유한 경우 등  
 

31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_1)_① 
 

① 2억원 이하 :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납입보험료 2억원 이하의 저축성보험  

→① 1억원 이하 :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의 저축성보험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_1)_② 
 

② 월적립식 :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 균등한 월적립식(6개월 이내 선납 가능)  

→ ② 월적립식 :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5년 이상 균등한 월150만원(연 1,800만원) 적립식(6개월 

이내 선납 가능)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_1)_③ 
 

③ 종신형 : 만 55세 이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③ 종신형 : 만 55세 이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중도해지불가) (빨간색 글자 추가)  
 

34 판매자격제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모든 모집종사자는 자격시험(법정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모집가능  

→ 모집종사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모든 모집종사자는 자격시험(법정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모집가능  
 

40 변액연금보험_5)_② 
 

② 0%, 3.5%(평균공시이율), 5.25%(평균공시이율 1.5배)  

→ ② -1%, 2.5%(평균공시이율), 3.75%(평균공시이율 1.5배)  
 



43 펀드의 비교 

③ 해외투자 펀드 : 해외투자  

- 글로벌자산배분펀드 : 지역, 자산을 분배하여 장기적 안정적 수익달성 추구  

* 고객 성향별 예시  

- 중립형 : 원금손실위험 인식,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 일정수준 손실 감내 → 변액연금 보증형, 

변액종신  

(빨간색 글자 추가)  
 

50 공시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율 공시  

→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종사자 모집수수료율 공시  
 

53 
변액보험 주요내용 

확인서 교부 

예금자보호법 제외  

→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 적립금 부족 시 계약해지 가능성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54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사항 

0%, 표준이율, 표준이율 2배 등 3가지 가정하여 연금액 규모 제시  

→ -1%,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1.5배 등 3가지 가정하여 연금액 규모 제시  
 

59 

24번 문제_① 

① 프로그램매매호가호력일시정지제도는 Sidecar라고 하며 일시적으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중단시켜 시장을 안정화 시기기 위함이다.  

→ ① 프로그램매매호가효력일시정지제도는 Sidecar라고 하며 일시적으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중단시켜 시장을 안정화 시기기 위함이다.  

24번 문제_② 
② 프로그램매매호가관리제도는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아니한다.  

→ ② 프로그램매매호가효력일시정지제도는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아니한다.  

61 33번 문제_③ 

③ 자본시장법상 특수한 공시로는 주식거래 상황에 대해 공시하는 공개매수신고서와, 주식대량소유 

상황보고서 등이 있다.  

→ ③ 자본시장법상 기타 공시로는 주식거래 상황에 대해 공시하는 공개매수신고서와, 주식대량소유 

상황보고서 등이 있다. 

62 37번 문제_① 

① 보험료 정액분할투자기능은 일시납보험료 등의 자금을 일반계정 표준이율로 관리하다가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보험료 정액분할투자기능은 일시납보험료 등의 자금을 일반계정 평균공시이율로 관리하다가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75 35번 문제_① 
① 시장예측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혼합형 펀드로 운용하기에 적절하다.  

→ ① 혼합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