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험 검사를
위한 준비
생명 보험에
대한 귀하의
요구를 위해
AIG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의 보장
혜택을 누리시려면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의 대한 간단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
• 신장, 체중, 심박수 및 혈압 검사
• 소변과 소량의 혈액 샘플
• 가능한 심전도(EKG) 및 보행 검사

단

30-45분
정도의
시간이면

귀하의 병력에 대한 간단한 검토
간편한 참조를 위한 사전 목록 준비
• 현재 약물의 이름과 복용량
• 나이(또는 사망 연령) 및 주요 의학 진단을 포함한 직계 가족의 건강 기록
• 지난 5년 동안 방문한 의사 및 의료 시설의 이름, 전화 번호 및 주소,
방문 날짜 및 이유
• 진단 날짜, 치료, 치료 의사 정보를 포함한 의학 조건 또는 진단

보험에 대해 가능한 최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간단하고 빠른 검사를 위한 팁:
검사 전날
• 알코올과 붉은 고기 등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을 피하십시오
•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항히스타민제 및 코막힘 완화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의 복용을 피하십시오
• 저녁에 가벼운 건강식을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십시오
검사 당일
• 니코틴, 카페인 및 격렬한 운동을 피함으로써 정상적인 혈압과
심박동수를 유지하십시오
• 검사하기 적어도 두 시간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고 가벼운 식사를
하십시오
• 반소매 옷이나 소매를 쉽게 감아올릴 수 있는 옷을 착용하고,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결과는 귀하의 신청과 함께 처리되어 검토됩니다. 검사
회사에 따라, 검사자가 온라인으로 실험실 결과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유 ID 번호가 있는 쪽지를 받게 되면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은 뉴욕의 경우 The United States Life Insurance Company in the City of New York(US Life)에서, 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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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은 모든 주에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품 내용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은 청구-지급 능력이 있는 발행 보험
회사에 의해 보장됩니다. AccessMyLabTM은 Clinical Reference Laboratory, Inc.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는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모든 보험 보장 신청서 및 발급 가능한 모든 보험 정책이나 계약은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영어 버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과 번역본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영어 버전을 공식
문서로 간주합니다.
This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for your convenience. All applications for coverage and all policies or contracts that may be issued are written
in English only. You may request an English version of this document. If there is any discrepancy, the English version is the official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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