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유연한 생명보험은 현금 가치와 그
사용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QoL Max Accumulator+ II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
(캘리포니아주 전용)

We see the future in you.

SM

보험증권은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AIG)의 회원사인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AGL), Houston, TX에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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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주요 이유는 가족이나 부양 가족에게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는1 사망 보험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가 더 이상
유일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명보험에 의지합니다.
•보호
•은퇴 후 수입 보조
•세금 다각화
•장기적인 현금 가치 축적

1

현행 연방 소득세법에 따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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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생명보험 보호

왜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IUL)인가?
귀하가 하나의 QoL Max Accumulator+ II IUL 보험증권을 구입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증권 안내서 내에서 다음에 대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1.
• 사망보험금 선택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어떤 이유에서건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면세2 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을 가입하십시오. 기간에 따른
증액? 레벨? 귀하의 선택.
• 보험료 선택

특정 규약이 없는 한 보험료는 변경이

• 은퇴 후
수입 보조

가능합니다. 작은 금액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늘리시겠습니까? 지금 많이 넣고 나중에

• 창업

낮추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 결혼 비용이나
대학 학자금

• 보험료 납입 주기 선택

매년 한 번 납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연간 두

• 긴급 자금이나
사업 비용 충당

번 납입하셔도 됩니다. 분기 납입도 좋습니다.
매월 납입? 물론 좋습니다! 선택만 하십시오!

• 별장 구입
또는 휴가 비용

• 보험증권 현금 가치를 어떻게 늘릴지

• 주거 개선

선택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활 중 어려운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보험증권에서 이자를 늘리는 데에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덱스 전략 네
가지와 고정 금리에 기초한 고정 이자율 계좌
한 가지입니다. 한 계좌에서 100% 전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각각의 인덱스 이자
계좌에서 25%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셔도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2

기초 담보 및/또는 보험증권 담보 대출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보험증권이 생명보험 계약으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IRS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총 보험료는 IRC 섹션 7702에 따른 자금조달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15년 간의 계약 기간 동안 인출은 우선
소득으로 취급되며 보험증권 소유자의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이 변경된 기금 계약으로서 분류되면(IRC 섹션 7702A 참조), 인출 또는
대출은 정규 소득세 대상이 되며 59.5세 이전의 경우에는 추가로 10%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분은 보험증권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며,
보험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증권 대출 및 인출 가능 여부는 보험증권의 조건, 이행, 그리고 요금 또는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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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생명보험 보호

어떻게 진행됩니까?

QoL Max Accumulator+ II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IUL)은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불리기도 하며, 많은 요구에 적합한 유연한 보험증권입니다. 하나의 IUL
보험증권은 면세3 소득과 기존의 유니버설 생명보험보다 더욱 큰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면서 시장 침체기에도 안전책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
인덱스 상승에 부분적으로 기반하여 이자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IUL 보험증권은 보험증권 내에 있는 다양한 계좌 옵션에 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합니다.4 아울러 6년 후에는
보험증권의 투자 부분 강화를 통하여 0.10% 이상의 보장 보너스를 입금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승 잠재력 및 하방 보호”라고 부릅니다.
IUL은 투자가 아니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덱스 이자 지급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는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귀하는 인덱스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약정 이자 계좌 옵션도 현재 금리 환경에 기반하여 제공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 후
매월 말에 지급되지만(1년 단위의 전략이 아님), 인덱스 시장 성과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 약정 이율은 2.0%보다 절대 낮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6년 차 이후
약정 이자 계좌에 최소 0.10%의 보너스 이자 지급 또한 보장합니다.

IUL 계좌는 성장기에
어떻게 분할하고,
침체기에 보호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덱스가 상승하면, 인덱스 이자 계좌에 들어가는 이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하락하면, 아래와 같이 계좌에 들어가는 것이 없을
뿐입니다.5
예를 들어, 첫 해에 인덱스가 20% 상승하고 다음 해에 -10%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십시오. IUL 인덱스 전략은 수익이 나는 해에는 나누는 반면에 수익이
마이너스인 해에는 귀하의 현금 가치를 보장해주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
해에 상승의 12%를 얻으며, 두 번째 해에는 침체기라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게
됩니다.3

인덱스
움직임

상승
잠재력

하방
보호

1,200
포인트

-10%
1,080
포인트
1,000
포인트

+20%

0%

+12%

1년차
2년차
2년차아닙니다.
위에 제시된 사례는 단지
예시 목적의 가상 사례로서 미래1년차
성과에 대한 반영이나 보장이

위에 제시된 사례는 단지 예시 목적의 가상 사례로서 미래 성과에 대한 반영이나 보장이 아닙니다.
3

인출 및 보험증권 담보 대출은 면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면 개인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4
모든 보장은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의 지급 요구에 대한 지급 능력에 좌우됩니다.
5
위 사례에서 고려하지 않은 보험증권과 관련된 관리 비용 때문에 시장 침체기에 잠재적 결과로서 현금 가치 감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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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생명보험 보호

QoL Max Accumulator+ II
에서 가치에 대한 접근

부담

수익자를 위해 생명보험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옵션을 활용하여
누적된 현금 가치나 상승한 시장 성과로부터 얻은
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
IUL 보험증권 소유의 3단계를 묘사한 이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부담, 누적 및 배분.

보험료6
6

보다 낮은 보험료 경비 청구
인출 및 보험증권 담보 대출은 면세 소득을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면 개인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8
행정 및 경비 비용 추가
9
해당 비용 포함
7

누적
인덱스 전략
(4개 옵션)

수익 증가
세금이 이연됨

배분 (인출)
지급 목적
소득세 면제7 사망 보험금
및 특약 보험금8
선택 사항
지원 목적
은퇴 후 수입 보충, 
긴급 목돈 마련, 창
 업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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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혜택

고객 배분 최대화
고객의 상황 및 재량에 따라 현금 가치는 다양한 접근
지점을 통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고정적입니다.
일부는 선택적입니다. 일부는 가입 시기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혜택
I. 수익자 지급:
• 일시불 사망 보험금10
• 소득 특약 선택(분할 지불 계획)

일시불 생명보험금
귀하가 너무 일찍 사망하실 때
가족 또는 사업을 위한 유연한 자금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는11 보험증권
사망보험금의 배분입니다.
이 옵션을 이용하면 가족이나 회사가 일시불
생명보험금에 의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계획 (소득 특약 선택)
귀하가 너무 일찍 사망하는 경우
가족 또는 회사를 위한 유연한 소득.
이 옵션은 일시금보다 오히려 분할로 생명보험
사망 보험금이 배분됨으로써 수익자가 지속적인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본
특약을 선택하면 보험료 지급에 대한 보험증권의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귀하의 현금 가치를 보다
빨리 누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일부 금액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나누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선택한
생명보험금에 대해 특정 기간에 걸쳐 매년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이 옵션은 발행 시 선택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당 옵션은 고정 이자율에 따라
성장하여 보장된 소득 흐름을 제공합니다.
본 특약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이 특약을
선택하시면, 발행일 다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0
11

 구서가 제출되어 이상이 없으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청
인출 및 보험증권 담보 대출을 면세 소득을 제공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면 개인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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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위한 혜택
II. 보험증권 소유자 지급:
• 평생 소득 보장 특약
• Accelerated Access Solution Rider®(만성질환 특약)

•Quality of Life Insurance 선지급 사망보험금 특약
•보험증권 담보 대출 및 인출12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
(생명보험 특약에 대한 소득)

은퇴를 대비한 유연한 소득
이 특약이 있으면 귀하의 현금 가치는 평생 소득의 보장된 흐름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선택적으로 매년 생활비 증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13

Quality of Life Insurance 선지급 사망보험금 특약14
이 고정된 무비용 특약은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여 치료비, 손실 소득의
회복 또는 지금 겪고 계신 입증된 만성질환, 중증 질환 또는 불치병 또는 건강상태와 같은
기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귀하의 평생 보장과 안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선지급 보험금
만성질환은 평범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강상태입니다. 인정된 질환과
건강상태는 도움 없이는 먹거나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단순 작업도 할 수 없게 되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상당한 관찰이 필요한 심각한 인지 장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환이나 건강상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일상생활 활동(ADL)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 목욕하기
• 옷 입기
• 용변 보기

• 이동
• 배뇨자제
• 식사

추가 만성 질병 보장은 Accelerated Access Solution® 특약 가입으로 보험증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증권 대출 및 인출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험증권의 액면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13

피보험자는 면허가 있는 의사로부터 만성, 중대 또는 불치의 질환이 있음을 인증받아야 하며,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본 특약은 모두
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특약 특징과 보험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14

보험금 신청 자격에는 제한 사항 및/또는 대기 기간, 유예 기간, 제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보험금의 완전한 정의 및 조건은 특약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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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위한 혜택 (계속)
증증 질환 선지급 보험금
증증 질환은 종종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며 금전적 영향은 삶조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Quality of Life Insurance는 다음과 같은 인정된 중증 질환 또는 건강상태로 인한
금전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15
• 심장마비
• 뇌졸중
• 침습성 암
• 주요 장기 이식

•
•
•
•

말기 신부전증
마비
실명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말기질환 선지급 보험금
Quality of Life Insurance는 말기질환 진단 이후 나머지 여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치병은 의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하기에 피보험자가
24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질환으로 정의됩니다.16

Accelerated Access Solution®(선지급 솔루션, AAS)
병에 걸린 동안 도움이 되는 소득.17
이 만성질환 특약은 인정된 질환 또는 건강 상태로 귀하가 고통을 받을 경우, 사망 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18 매월 2% 또는 4% 받는 것 중 선택하십시오. 청구 기간까지
매년 4%씩 증가되는 최대 월지불액은 $10,000입니다. 면세 소득은 다음을 보장합니다.19
• 의료 비용
• 간호
• 손실 소득 보충
• 기타 다른 목적
중요 사항: AAS는 추가 비용에 대해 보험증권 가입 시에 선택합니다.20

보험증권 담보 대출 및 인출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건 귀하를 위한 유연한 소득
이는 자격이 있으면 언제든지 귀하가 선택한 어떤 목적에서건 현금가치를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21 다음과 같이 하나 또는 세 가지 유형이 결합된 보험증권 담보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고정), 선호형 또는 참여형:
• 잠정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필요시 현금을 신속하게 제공해드립니다.
• 대출된 금액에 이자가 부리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5

보험금 신청 자격에는 제한 사항 및/또는 대기 기간, 유예 기간, 제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보험금의 완전한 정의 및 조건은 특약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16

기대 수명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보험금의 완전한 정의 대해서는 특약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17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특약을 읽어보십시오. 특정 배분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보험금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개인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18

피보험자는 면허를 가진 의사로부터 만성 질환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법적 요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본 특약은 모두 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9

생명보험 사망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에 대해 IRC 101(a)에 따라 면세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부분 또는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

보험 가입 시 특약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특약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이 특약에서 분할 납입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1

대출이 과도한 경우 보험증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AGLC109711-CA-KO REV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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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이자 누적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QoL Max Accumulator+ II IUL과 함께라면
간단합니다.
4가지의 인덱스 이자 전략이 선택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 우선, 두 가지는
참여 이자율(Par) 유형이고 두 가지는 상한 이자율
유형입니다.

참여 이자율
특정 백분율로 인덱스에서 플러스 성과를 낸 해에,
얼마만큼의 인덱스로 얻은 이자 성과가 인덱스
계좌에 들어갈지를 결정하세요(예: '참여'의 60%).
반면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에는 0이 됩니다.
국내 및 글로벌 옵션을 제공합니다.
• 혼합 참여 이자율 전략 - ML Strategic Balanced
Index® 성과에 기반을 둠
• 글로벌 혼합 참여 이자율 전략 - PIMCO Global
Optima Index® 성과에 기반을 둠

상한 이자율
특정 백분율로 인덱스 성과가 얼마나 좋은가(예:
12%)와 상관없이 보험증권에 붙는 최대 이자율
‘상한이
(
정해짐’
)
S&P 500® 인덱스에 기반을 둔 두 가지 상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높
 은 보너스 전략
•높
 은 상한 전략
모든 인덱스 계좌에 0 이하로는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High Bonus 계좌에 0.25% 미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덱스란 무엇입니까?
인덱스란 금융 시장의 변화를 측정하는 통계적인
합성값입니다. 인덱스는 특정 시장이나 전체 시장의
일부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안전을 위한 가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IUL 현금 가치가 얼마만큼 오를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성과라는 것입니다.

QoL Max Accumulator+ II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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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덱스가
QoL Max
Accumulator+ II IUL에
서 사용됩니까?
이자 신용에 대한 근거로서
세 가지 인덱스를
활용하는 4개의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S&P 500®
Index, ML Strategic Balanced
Index® 및 PIMCO Global
Optima Index® 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인덱스를 이해하는
최종 목표는 이러한
것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면세 소득을 제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한편 귀하와
귀하의 보험금 수익자의
미래의 금전적 안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22

AGLC109711-CA-KO REV1120

S&P 500 Index – 국내
이 인덱스는 종종 광범위한 주식 시장 성과에 대한 표준으로 간주됩니다.
100개에 걸친 특정 산업 그룹을 대표하는 500개의 가장 넓은 범위의
대자본을 가진 기업의 평균 주식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ML Strategic Balanced Index – 국내 독점
ML Strategic Balanced Index는 체계적이고 규칙에 기초하여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여 구성됩니다. S&P 500(배당금 제외)은 주식 성과를 대표하며,
Merrill Lynch 10-year U.S. Treasury Futures Total Return Index는 채권 성과를
대표합니다.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인덱스 또한 현금 할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각 자산군에 대하여 균등한 리스크
기여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IMCO Global Optima Index – 해외 독점
PIMCO Global Optima Index는 규칙에 기초한 인덱스로서, 주식은 강력한
성장 잠재력에 집중하고 글로벌 다각화는 향상된 기회 조합에 집중하며
오랜 기간을 통해 입증된 PIMCO의 투자 통찰력을 갖추었습니다. 인덱스는
다음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주식: 미국의 대기업, 미국의 중기업, 미국의 소기업, 국제 시장 및
신흥 시장
• 국내 채권: 재무부 채권, 회사 채권 등으로 구성된 양질의 미국 채권
• 투자총수익 잠재력: 배당금은 PIMCO Global Optima index의 성과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시장의 변동성에 기초하여 이 인덱스는 매일 매일 글로벌 자산
및 국내 고정 소득의 요소에 걸쳐 위험 노출도를 조정합니다.
IUL 신용 이자는 부분적으로 인덱스의 상향 움직임을 따르는 반면,
QoL Max Accumulator+ II는 투자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귀하의 현금
가치를 결코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22

만일 인출과 보험증권 대출 이용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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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QoL Max Accumulator+ II 보험 증권을 특약 옵션*으로 맞추십시오.
QoL 선지급 보험금
특약(ABR)

• 중대 질환, 만성 질환 및 말기 질환 특약은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보험증권에 포함됩니다.
• 보험증권 소유자가 인증받은 중대 질환, 만성 질환 또는 말기 질환 또는 그러한 건강 상태라면, 보험증권의
사망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된 중대, 만성 또는 말기질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험 금액
• 선지급 가능한 최대 생명 보험금은 $2,000,000와 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 보험증권 가입 연령, 기간, 건강 상태 및 심각 정도를 나타내는 표에 기반한 최소한의 지출 보장
• 특정 금액, 보험증권 가치 및 대출 미결제 잔액은 선지급 보험금이 지불되는 경우 줄어들 것입니다.
평생 소득 보장
특약

• 가입 연령: 0-75세
• 현금가치를 보장된 소득 흐름으로 전환
• 생계비 증가에 따른 선택적 연례 조정: 0%, 1%, 2% 또는 3% 옵션
• 55-85세 사이의 활동 연령
• 누적/지급 대기 기간: 보험증권은 10년간 유효해야 합니다.
• 스텝업: 인덱스 성과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평생 소득 보장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배분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특정 상황에 대한 보험금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개인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선택 시점에 계좌 가치로부터 1회 비용 적용. 추가 연례 요금은 해마다 적용되는 것 이외의 지불 빈도에 대해서
$25를 초과하지 않음

• Guideline Premium Death Benefit Compliance 테스트가 요구됨
소득 특약 선택

• 선택적 특약은 보험금 수익자의 생명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련의 미리 정해진 매년 지불로 전환합니다.
• 보험금 일정은 가입 시 초기 명목상의 보험증권 금액에 기초할 것이며, 수익자를 위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환 가능한 생명 보험금의 최소 퍼센트는 10%(최대 100%)입니다.
• 보험증권의 보험료 지불 비용을 낮추어 현금 가치를 보다 빨리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 생명 보험금 지불 일정은 가입 시 결정될 것입니다.
• 생명 보험금 지불금은 가입 시 정해진 비율로 매년 상승합니다.

조기 현금 가치
특약

• 가입연령 0-75세
• 제출이 1035 교체(Exchange)와 관련이 없는 경우, 보험증권의 완전한 취소에 대한 모든 취소 비용을 면제함.
• 첫 7년 동안 이 특약은 조기 현금 가치 보험금을 제공하므로 현금 취소 가치는 납부한 총 보험금의 50% 이상임.
• 기업 후원 또는 보험료 대출 경우에만 이용 가능(이 특약이 있는 사례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고급 영업팀이
해야 함)

• 이 특약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급 영업팀에 의한 적합성 및 재무 검토가 요구됨.
평균 분할 투자
특약

• 여러 달 동안 귀하가 선택한 인덱스 이자 계좌에 일시불(1035s 및 비 1035s 모두)을 할당할 수 있는 자동
무료 특약이기 때문에, 전체 지급액은 단 하루의 시장 실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본 특약 사용은 고객의
선택입니다. 이 특약에 대한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본 특약 사용 시 보험 수익의 이자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인덱스 성과에 따라 본 특약 사용 이자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DCA 특약은 추가 계좌(“DCA 계좌”)를 만듭니다. 이는 계약 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유지됩니다. 이자는
매일 입금됩니다. 입금되는 이자액은 본사에서 결정하며, 2.00%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DCA 계좌에 할당된
보험료는 고객이 선택한 할당 퍼센트에 따라 인덱스 이자 계좌에 이체됩니다. 가장 가까운 할당일에 시작하여
향후 할당일(즉, 매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방식으로 이체가 이루어집니다(할당일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
즉시 이체됨). DCA 계좌에서 약정 이자 계좌로의 이체는 허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재해 사망 보험금
특약(ADB)

AGLC109711-CA-KO REV1120

• 특정 재해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추가 사망 보험금을 제공합니다.
• 최소: $25,000, 최대: $250,000 미만 또는 보험증권의 초기 보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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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Access
Solution®(AAS)
만성 질환 특약

• 보험료 지불 특약은 인증받은 만성 건강문제를 위한 소득을 제공합니다.
• 보험료 지불 특약은 인증받은 만성 건강 질환에 대해 소득을 보장합니다. 이용 가능한 두 옵션: 매월 AAS
보험금의 2% 또는 매월 AAS 보험금의 4%

• 청구 기간까지 매년 4%씩 증가되는 최대 월지불액은 $10,000입니다.
보험금의 조정
만일 ACCELERATED ACCESS SOLUTION(AAS)을 선택하면, 이러한 보험금의 추가 조정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인정된 만성질환의 경우, AAS 보험금 특약은 QoL Chronic Illness Accelerated Benefit Rider(ABR)에 앞서
지급합니다.
• 추가로 인정받은 경우는 QoL Chronic Illness ABR에 따라 보장됩니다.
• 선택한 AAS 보험금액에 따라 AAS 및 QoL Chronic Illness Rider 모두로부터 만성질환 보험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QoL Critical 및 Terminal ABR로부터 인정된 만성 및 불치의 질환이나 건강상태에 대해 100%의 사망 보험금 최대
$2,000,000까지 지급

아동 보험금 특약
(CIB)

• 피보험 아동의 사망에 따라 피보험 부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최소 사망 보험금은 $1,000이며, 최대 사망 보험금은 $25,000입니다.
• 지급되는 부모의 나이는 표 D의 한도까지 17-50세 연령이며, 아동의 나이는 15일에서 18세 사이입니다. 아동의
나이 25세 또는 부모의 나이 65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어떤 것이든 우선 적용됩니다.

• 자격이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보장합니다
대출 초과 보호
특약

• 특약은 기본 보험증권이 대출 잔액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 특약은 일단 대출 잔액이 현금 가치의 94%를 초과할 경우 서면으로 발효됩니다. 일회 비용이 누적 가치에서
공제되며 향후 월간 공제는 면제됩니다.

• 특약 보험은 75세 도달과 보험 가입 15년 중 늦게 도래한 날짜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월간 공제
면제 특약

• 피보험자가 6개월 간 장애를 겪은 후 장애인이 되는 경우 월간 공제를 면제합니다.
• 특약 비용은 피보험자의 도달 연령에 기초하며 매년 증가합니다.
• 특약은 $5,000,000보다 큰 액면 가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보험료
납입 면제

• 가입 연령: 15-55세
• 완전 장애 증명이 요구됩니다.
• 자격 요건: 완전 장애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완전 장애가 이 특약이 시행되는 동안 시작되었을 것.
• 특약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 선택된 각 특약에 대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설명, 제한 사항 및 배제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특약을 참조하십시오. 특약의 추가 또는
삭제, 그리고 기존 특약에 따른 보장의 확대 또는 축소는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소유자는 보험증권을 교환하기 전에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특약은 모든 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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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 Max Accumulator+ II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 | 12 / 16

108783

S&P 500® 인덱스에 관한 정보

인덱스 기업으로부터 공시
ML Strategic Balanced Index®에 관한 정보®
ML Strategic Balanced Index®는 두 가지 중요 인덱스의 혼합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며 합법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S&P 500(무배당)으로서
자산 성과를 대표하는 데 기여하며, 다른 하나는 Merrill Lynch 10-year U.S.
Treasury Futures Total Return Index로서 고정 소득 성과를 대표합니다. 전체
수익의 불안정성 관리를 위해, 인덱스는 상기 두 가지 주요 인덱스의 성과와
함께 현금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중요 사항: ML Strategic Balanced Index®는 인덱스 기간(Index Term)
에 걸친 인덱스 가치(Index Value)에 있어서 변동치를 계산하는 데 연간
인덱스 비용을 포함시킵니다. "포함된 인덱스 비용"은 다른 경우라면
인덱스 이자에 대한 계산에 사용될 인덱스 기간에 대한 인덱스 가치에서의
변동치를 감소시키며, 그 인덱스에 대한 특정 사업 및 라이선스 비용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받는
것도 아닙니다. ML Strategic Balanced Index의 사용과 특정 서비스
인덱스의 사용을 위해 이루어진 회사와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와 라이선스 관계는 회사의 이자 신용 의무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 상품의 일부는 반드시,
또는 아마도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입니다.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및 그 자회사(“BofA
Merrill Lynch”) 인덱스 및 관련 정보, “BofA Merrill Lynch”라는 이름과
관련 상표는 모두 BofA Merrill Lynch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지적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BofA Merrill Lynch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사용
또는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소유자인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의 상품은 합법성과 적합성을 가지며, BofA Merrill Lynch
에 의해 규제되거나, 발행되거나, 이서되거나, 판매되거나, 보장되거나 또는
판매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S&P 500 인덱스는 S&P Dow Jones Indices LLC(이하 “SPDJI”라 칭함)의
상품이며, AGL 및 US Life로부터 사용 라이선스를 받은 것입니다. Standard
& Poor’s®, S&P® and S&P 500®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S&P”)의 등록 상표입니다. Dow Jones® 는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이하 “Dow Jones”라 칭함)의 등록 상표입니다. 그리고 이들
상표는 SPDJI로부터 사용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며 AGL 및 US Life로부터 특정
목적으로 2차 라이선스를 받은 것입니다. AGL 및 US Life의 Max Accumulator+
는 SPDJI, Dow Jones, S&P, 관련 자회사로부터 후원, 권리양도, 판매 또는
판촉되지 않으며 그 중 어느 누구도 그 상품에 대한 투자 상책과 관련하여
대표성이 없으며, S&P 500 인덱스의 어떠한 실수, 누락 또는 간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PIMCO Global Optima Index에 관한 정보
PIMCO Global Optima Index ®(이하 “Index”)는 포괄적 주식 및 채권
인덱스이며, 글로벌 주식 및 미국 채권 시장에 노출되게 합니다. 인덱스는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LLC(이하“PIMCO”)의 상표이며
선택된 생명보험 및 연금과 관련하여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에 의해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인덱스는
PIMCO이 독점 소유 재산이며, 회사, 상품 또는 상품의 소유자가 적용 가능한
적합성 또는 적절성을 전부 포함한 필요성과 관련없이 만들어지고 적용된
것입니다. 상품은 PIMCO와 인덱스를 만들고 적용하는 기타 관련 당사자
또는 기타 관련자에 의해 판매되거나, 후원을 받거나, 권리가 위임되거나,
판촉되지 않습니다. PIMCO는 상품이나 상품 소유자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PIMCO와 인덱스를 만들고 적용하는 데 종사하거나 관련된 기타 당사자
누구도 상품과 관련하여 인덱스를 회사에 계속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PIMCO와 인덱스를 만들고 적용하는 데 종사하거나 관련된 기타
당사자 누구도 인덱스, 인덱스 정보, 성과, 연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또한
상품에 대해 특별히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어떠한 대표성도 없습니다.

BOFA MERRILL LYNCH는 어떤 인덱스나 관련 정보, 상표 또는 상품(품질,
정확도, 적합성 및/또는 완전성의 제한 없이 모두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PIMCO는 특정 목표 또는 사용에 대한 상품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모든
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 표명 또는 암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PIMCO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ML Strategic Balanced Index(“인덱스”라 칭함)는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 재산이며 S&P Opco, LLC(S&P Dow Jones Indices
LLC의 자회사)와 인덱스를 계산하고 유지하는 계약 관계를 가집니다.
인덱스는 S&P Dow Jones Indices, 그 자회사 또는 제3자 라이선스 제공자(
총괄하여 “S&P Dow Jones Indices”라 칭함)가 후원하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는 인덱스 계산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P Dow Jones Indices에 의해 산출된,” 그리고 양식화된
어떠한 관련 상표는 S&P Dow Jones Indices의 서비스 상표이며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로부터 사용을 위해 라이선스를 받은
것입니다. ML Strategic Balanced Index ®는 뉴욕 주에서 발행된 보험증권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PIMCO의 라이선스가 허가된 인덱스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그 중 일부는
PIMCO 이외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허가된 PIMCO Index
는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 라이선스가 가능한 자산 및
고정 소득 하부 인덱스에 의해 좌우됩니다. 또한 PIMCO와 관련된 계약에서
참조하는 모든 권리 포기는 라이선스를 받은 PIMCO Index의 구성 요소의
소유자들인 기업들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PIMCO Index 구성 요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MSCI Inc., FTSE International
Limited, FTSE TMX Global, Debt Capital Markets, Inc., Frank Russell Company,
그리고 특정 ETF. 라이선스 소지자는 허용된 목적에서 라이선스가 허가된
PIMCO Index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 포기와 제한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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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는 다음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증 질병 선지급 사망 보험금 특약
• 만성 질병 선지급 사망 보험금 특약
• 말기 질병 선지급 사망 보험금 특약
(1) 중증 질병 선지급 보험금 특약 하에 중증 질병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때,
말기 질병 선지급 보험금 특약 하에 말기 질병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때,
또는 만성 질병 선지급 사망 보험금 특약 하에 만성 질병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때 해당 특약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은 한 청구인은 작성한 청구
양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특약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행정
센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2) 중증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따른 지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문제가 되는 인정된 중증질환의 발생에 대해 중증질환 선지급 보험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한(1) 번의 기회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려면 가입자는 특약에 표시된 선택 기간 내에(예:
가입자가 선택 양식을 받은 지 60일 이내) 선택 양식 작성을 완료하고 AGL
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인정된 중증질환과 동일한 질환의 발생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따른 중증질환 선지급 보험 금액을 선택할 기회를
추후에 다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만일 만성 질병 선지급 사망 보험금 특약 또는 말기 질병 선지급 사망
보험금 특약에서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면, 회사는 보험가입자에게
문제가 된 인정된 만성 질병에 대해 만성 질병 선지급 보험금액을
선택하거나, 문제가 된 인정된 말기 질병에 대해 말기 질병 선지급 사망
보험금액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선택을 하려면, 가입자는
선택 양식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선택 양식 작성을 완료하고 AGL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인정되는 중증질환 또는 인정되는 만성질환에 의해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즉, 피보험자의 기대 수명에 대한 우리의 예상치)이 상당 수준
변하지 않는 특정 상황의 경우, 최소 선지급 보험금액 제공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보험금은 영(0)이 될 수 있습니다.
(5)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 및 선택 양식과 관련된 적용 가능 요건은
귀하의 보험증권을 참조하십시오.
(6)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 및 선택 양식과 관련된 적용 가능 요건은
귀하의 보험증권을 참조하십시오.
(7) 일반적으로 귀하가 만성질환이나 말기질환 계정에서 선지급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IRS 양식 1099-LTC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귀하가 중증질환으로 선지급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당사는
귀하께 IRS 양식 1099-R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IRS 양식 1099-LTC 2번 상자
(지급된 선지급 사망보험금) 또는 IRS 양식 1099-R의 1번 상자(총 분배금)
에 포함된 총계는 귀하가 수표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 및/또는 보험 급여에 포함된 대출 이자 그리고
만기일이 도래한 미지급 보험료(해당 경우)를 제하고, 그리고/또는 대출
잔액 비례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8) 모든 보험금 선지급 특약 하의 피보험자에 대해 선지급할 수 있는 생명
보험 사망보험금의 최대 액수는 해당 사망보험금의 현존 액수와 일생
최고 한도액 $2,000,000 중 더 적은 금액입니다.
(9)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보험증권을 참조하세요.
비 장기요양 보험
이것은 생명보험금으로, 보험 증서에 기술된 적용대상 사례 기준을 귀하가
충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이 보험증권 또는 증서는 California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California 장기요양
프로그램 파트너십(California Partnership for Long-Term Care) 프로그램의
보험이 아닙니다. 이 보험증권 또는 증서는 Medicare에 부가되는 보험증권이
아닙니다.
만성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 같은 선지급 사망보험금과 장기요양보험은
매우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급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의 특약 또는 기타 조항이며,
만약 피보험자가 특약 또는 보험 조항에 정의된 만성질환의 정의를 충족시킬
경우, 보험 계약자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잠재적으로 전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및 그러한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따른 지급금은,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을 감소시키고 다른
보험증권 가치도 감소시켜서 영(0)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 금액
전부를 선지급 받을 경우, 보험증권은 종료됩니다.

성인 주간 보호소, 호스피스, 또는 임시 간호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기반 보장
등 일체의 보장 유형을 포함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합니다. 장기요양 보험은
장해 기반 장기요양 보장을 포함하지만, Medicare의 보완이나 주요 의료비용
보장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보험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장기요양, 양로원 또는 자택 요양 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그와
같은 보험의 판매 면허를 보유한 보험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며,
선지급 사망보험금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또는 California
주 보험국 인터넷 웹사이트(www.insurance.ca.gov)의 장기 요양 보험
관련 항목을 방문하십시오. 귀하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 받기로
선택하시면, 귀하의 사망 시 보험 수익자이 받게 될 금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선지급 사망보험금 수령은 Medi-Cal 또는 Medicaid와 같은, 공적 부조
프로그램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선택하기 전에, 선지급 사망보험금 수령이 그와 같은 자격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적절한 사회복지 부서와 상담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이 종료되면, 만성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도 종료됩니다. LTC
비용 변제 대 ADB 보험금은 영수증 없이 지불됩니다. LTC 보험금은 보험금
수준과 구입 시 선택한 공동 자금에 기반하며, ADB 보험금은 생명보험
가치에 따라 좌우됩니다. ADB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의 자손이 받을 사망
보험금을 줄이고 ADB 납부 금액의 사용은 제한이 없는 반면에, LTC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의 자손이 받을 사망 보험금을 줄이지 않으며 보험 가입자는 LTC
서비스에 대해 LTC 보험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지급 솔루션(ACCELERATED ACCESS SOLUTION, AAS)
선지급 솔루션(AAS)은 선택적인 생활 보험금 특약으로서 California 주의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에 의해 발행된 보험 증권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지급 솔루션은 피보험자가 특약에 명시된 건강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의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생명 보험 특약입니다.1 보험금 사용하는 방법은 보험 가입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험 소유자가 AAS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입증된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험금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험금은
기준에 맞는 한, 또는 AAS 보험금이 소진되는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한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및 그러한 선지급
사망보험금에 따른 지급금은,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을 감소시키고 다른
보험증권 가치도 감소시켜서 영(0)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 금액
전부를 선지급 받을 경우, 보험증권은 종료됩니다.
배당금 옵션
다양한 보험금 지불 옵션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구매 시 매달 지불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AAS 보험금의 2% 또는 금액이 적을 경우 적용 가능한 최대 월간 금액
• 보험금의 4% 또는 최대 월간 금액이 청구시기까지 매년 4% 증가된 $10,000
이하라면 적용 가능한 최대 월간 금액
• 대안으로, 청구 시기에 선택한 월간 지불 옵션 하에 지불 가능한 보험금
대신에 일시불로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기에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괄 지불 보험금은 특약 하에 보험금에 대한 자격을
갖추는 시기에 회사에 의해 결정된 보험 통계에 대한 할인에 따를
것입니다.2
보험금 지불
일단 피보험자가 건강 장애 기준에 맞고 보험금 지불이 승인되면, 지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피보험자에게 청구 시기에 알려주는 월간 지불
옵션 하에서 최대 지불 가능 보험금이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최대 월간
보험금 보다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옵션 또한 이용이
가능하며, 이는 월간 보험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금 영향
만성 질병 선지급 사망 보험금 특약 하에 선지급 사망 보험금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한이나 한계가 없습니다. 이 특약 하의 선지급 보험금 지급은 내국
세입법 섹션 101(g) 하의 유리한 납세 조건을 수용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선지급 보험금 지불 금액을 수용하는 데 있어, 일부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은 Internal Revenue Code 하에서 일일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귀하는 사망 보험금 수령에 앞서 본 보험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보험증권은 병원의 급성기 병동 이외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진단,
예방, 치료, 재활, 유지 관리, 또는 개인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모든 보험, 증서, 또는 특약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은 양로원,
요양 기관, 연장 치료 시설, 보호 간호 시설, 전문 요양 시설, 또는 개인 요양
주택에서 요양을 포함하는 시설 요양의 보장; 가정 간호, 개인 간호, 가정
봉사원 서비스, 호스피스, 또는 임시 간호를 포함하는 자택 요양의 보장; 또는

1

피보험자는 면허를 가진 건강 관리 의사로부터 만성 질환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자격 요건에 합당해야 하며, 건강 상태는 영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보험사는 회사의 피보험자의 기대된 미래 수명에 대한 추정 및 특약에 서술된 바와 같이 결정된 이자율의 추정 모두를 포함하는 요인에 기초하여 주어진
일시불에 적용가능한 보험 통계 할인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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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재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평이한 용어로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장 변동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 주는 대화형 도구인 Life of
Confidence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aig.com/QoLLifeWithConfidence
Life to the Max가 은퇴로 가는 길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통상 겪는 은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알아보십시오.
aig.com/QoLLifeToTheMax

보험증권은 Texas주 Houston의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AGL)에 의해 발행합니다. 19646, ICC19-19646; 특약 양식 번호: ICC15-15994, 15994,
13600-5, 15600-7, 15600, ICC15-15600, 15600-5, 13601, ICC13-13601, 82012, ICC18-18004, 18004, 82410, 14002, ICC14-14002, 14306, 07620, 15997, 15996, 15271,
ICC15-15271, 15274, ICC15- 15274, 15272, ICC15-15272, 15273, ICC15-15273, AGLA 04CHIR, AGLA 04CRIR, AGLA 04TIR. 발행회사인 AGL은 보험 상품의 금융상
의무사항이 있으며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AIG)의 회원사입니다. 보증은 청구-지급 능력이 있는 발행 보험 회사에 의해 보장됩니다. AGL은 New York
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모든 주에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상품 내용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본 자료는
성격상 보편적인 것으로서 단지 교육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지 재무적, 법적, 신탁의무산, 회계상 또는 세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려는 것도 어떠한 추천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법규와 규정은 복잡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관해서는 귀하의 재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적, 회계상 또는
세금에 대한 조언은 적절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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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귀하의 편의를 위해 영문 버전을 번역한 것이며,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영어 버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와 영어 버전
간에 일체의 불일치가존재하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 적용됩니다. 전체 계약을 생성하는 문서를 포함한 모든 정책은 영어로만 이용 가능하며, 적용과
해석을 위해 통제 계약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IG 2020.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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