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위탁운용사 변경으로 인한 신탁계약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품명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곡물자원재간접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2.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
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
행하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을 말한다.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안심성장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
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
행하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을 말한다.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2.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행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을 말한다.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수시납)

베트남아세안재간접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2.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
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
행하는 도이치자산운용㈜을 말한다.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무)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수시납)

위저드채권형펀드

(무)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수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라틴아메리카재간접형

2016.10.21

(무)노블레스변액연금보험(적립형)
(무)노블레스변액연금보험(거치형)
(무)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수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

베스트채권형펀드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무)ELS마스터변액보험(적립형)
(무)ELS프로변액보험(적립형)
(무)ELS프로변액보험Ⅱ(적립형)
(무)ELS마스터변액보험Ⅱ(적립형)
(무)ELS 마스터 변액보험(일시납)
(무)ELS프로변액보험(일시납)
(무)ELS프로변액보험Ⅱ(일시납)
(무)ELS마스터변액보험Ⅱ(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아시아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2.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 2.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
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 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
행하는 도이치자산운용㈜을 말한다.
행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을 말한다.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적립형)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Ⅲ(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글로벌이머징채권재간접형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일시납)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Ⅲ(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글로벌고수익채권재간접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Ⅲ(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미국재간접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Ⅲ(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적립형)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적립형)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적립형)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Ⅲ(적립형)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I(일시납)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II(일시납)
(무)그랑프리변액유니버셜보험Ⅴ(일시납)
(무)i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Ⅳ(일시납)
(무)스마트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Ⅲ(일시납)

글로벌배당인컴재간접형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0.21

(무)듀-플러스Ⅱ변액연금보험(거치형)
(무)듀-플러스변액연금보험(거치형)
(무)듀-플러스Ⅱ변액연금보험(거치형)
(무)듀-플러스변액연금보험(거치형)
(무)듀-플러스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안정형펀드1(ST3)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정형펀드2(ST4)

2.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 2.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의 위
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 탁을 받아 투자신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수

안정채권형A1

행하는 도이치자산운용㈜을 말한다.

행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을 말한다.

* 안정형펀드1과 안정형펀드2의 경우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구법펀드이므로 신탁계약서의 변경은 없으나 일임운용사가 도이치자산운용에서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