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생명 보험:

직장 여성을 위한 솔루션
조기 사망 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계십니까?
정기 생명 보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저렴한 솔루션입니다. 가입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명 보험을 맞춤화하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보장 비용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세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29세의 Allison은 1살과 5살인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가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Allison은 17년 이내 두 자녀의 대학 교육에 $250,000
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솔루션
가입 기간이 다양한 정기 보험은 Allison에게 17년의 정기 보험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녀가 필요로 하는 보장에 대해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29
세 여성으로서, Allison은 17년 동안 $250,000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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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적인 사례입니다.
예금이 아님|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 보증되지 않음 | 가치가 하락될 수 있음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보증 없음 | FDIC/NCUA/NCUSIF 보증이 아님

보험증권은 뉴욕의 경우 The United States Life Insurance Company in the City of New York(US Life)에서, 그 외의 경우 텍사스 주 휴스턴의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AGL)에서 발급합니다. 발행사 AGL 및 US Life는 보험 상품의 재정적인 의무를 담당하며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AIG)의 회원사입니다. 보증은
청구-지급 능력이 있는 발행 보험 회사에 의해 보장됩니다. 상품은 모든 주에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품 내용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 직원, 금융 전문가 또는 기타 대리인의 법적, 세무적 또는 회계 조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규와 규정은 복잡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세금 내역도 미국 연방, 주 또는 지역 세금 벌과금 회피를 제안하는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전문 변호사,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문서는 귀하의 편의를 위해 영문 버전을 번역한 것이며,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영어 버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와 영어 버전
간에 일체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 적용됩니다. 전체 계약을 생성하는 문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은 영어로만 이용 가능하며, 적용과
해석을 위해 통제 계약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for your convenience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You may request an English version of this document. If there is any
discrepancy between this document and the English version, the English version controls. All policies, including documents that create the entire contract, are only available in English,
and contain the controlling contract terms for the purpose of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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