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L

생명보험

가입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 설계 보장.
18년 만기, 생존 중 사망보험금 선지급 내장.
QoL Flex Term
평준 정기 생명보험
평준 보험료 납입 만기 후 액면 보험금 변동

CALIFORNIA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AIG) 회원사인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AGL)에 의해 발행된 보험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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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 Flex Term

살아가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생명보험
보험금 선지급 특약
QoL Flex Term의 Quality of Life 보험금
선지급 특약은 자격이 되는 만성, 중증,
말기 질환 또는 병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증권의 사망 보험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진료비, 손실 소득의 회복
또는 일체의 다른 목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또한 최고 $2,000,000에 이르는 평생 최대
보험금을 선지급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귀하의 평생 보장과
안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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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식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QoL Flex Term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보험증권을 귀하가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만큼의 보험금액에 맞추는
것입니다. 타 보험사들도 10, 15, 20, 30년 동안 지속되는 보험증권을 판매합니다. QoL Flex Term은 10년, 15년부터 30년까지
일체의 연단위 기간 또는 35년형 보험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것만 구매하십시오 QoL Flex Term은 상황에 맞게 유동적이면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보험은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전환성 평준 보험료 납입 만기(또는 피보험자가 70세에 도달,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종신 생명보험증권으로 완전히
전환 가능. 이런 전환 옵션은 피보험적격 입증이나 추가 계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oL Flex Term은 귀하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도움이 되고 사망한
후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생명보험 계약을 맞출 수
있는 귀중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은퇴 후 보장

귀하의 주택을 지키는 도움책

단체 생명보험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은퇴한
근로자는 새로운 인생 단계에 맞는 보험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oL Flex Term과 함께라면 이런 분들도 맞춤
설계를 통해 보장비나 장례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QoL Flex Term으로 예상치 못한 사망 발생
시 주택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사망보험금은 귀하의 주택 모기지의 잔여
연수에 따라 보장할 수 있도록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선지급 보험금 특약은 만성, 중증, 말기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 귀하의 모기지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 보장을
도움으로써 주택 모기지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전까지 보장
사망으로든 중대한 질병으로든, 외벌이 가정에서 임금의
손실은 급격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oL Flex Term은
두 가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증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납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부모를 위한 해결책
한부모는 본인의 조기 사망 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QoL Flex Term은 10년
만기에 15~30년의 기간을 비롯하여 35년의 기간까지 기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장 기간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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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옵션
대규모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상여할 여유가 없는 사업주는
생명보험을 소중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oL Flex Term의 맞춤형 보험증권과
선지급 특약은 은퇴를 앞둔 직원들의 소중한 인센티브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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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 Flex Term

중대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이
파괴되는 일생일대의 일들 중 하나입니다.
만성, 중증, 말기 질환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요양 비용과 잠재적인 손실
소득으로 언제든지 삶의 질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uality of Life 보험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선지급 특약은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진료비, 손실 소득의 회복 또는 일체의
다른 목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선지급 보험금
만성질환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태입니다. 인정되는
질병 또는 질환은 도움 없이는 먹거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단순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상당한
관찰이 필요한 심각한 인지 장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병 또는 질환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지만 두
가지 이상의 일상 생활 활동(ADL)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 이동하기
• 배설 자제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옷 입기
• 용변 보기

중증 질환 선지급 보험금
증증질환은 종종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며 재정적
영향으로 삶조차 바뀔 수 있습니다. Quality of Life 보험은
아래의 인정되는 중증 질병 또는 질환1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장 마비
• 마비
• 뇌졸중
• 침윤성 암
• 주요 장기 이식
• 실명
• 말기 신부전증
•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말기질환 선지급 보험금
Quality of Life 보험은 말기질환 진단 이후 나머지 여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말기질환은 의사의 합당한 예상에 따를 때 피보험자에게 24
개월 이내에 사망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정의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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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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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대 수명 기준은 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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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의 주 요 특징
보험증권 양식 번호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 (AGL) ICC19-19311

계약 분류

• Preferred Plus (Pref. Plus)
• Preferred Non-tobacco (Pref. NT)
• Standard Plus (Std. Plus)
• Standard Non-tobacco (Std. NT)

자격미달

• 70세 이하 계약시, 표 H까지
(비흡연자는 특별 비흡연율에, 흡연자는 특별 흡연율에 적용을 받음)
• 70세 초과 계약시, 표 D까지
(비흡연자는 특별 비흡연율에, 흡연자는 특별 흡연율에 적용을 받음)

최소 사망보험금

$100,000

보험료 밴드

밴드 1 – 보험액 $100,000 ~ $249,999
밴드 2 – 보험액 $250,000 ~ $499,999
밴드 3 – 보험액 $500,000 ~ $999,999
밴드 4 – 보험액 $1,000,000 이상

보험증권 만료 연령

보험증권은 생일 기준 연령(Age Nearest Birthday, ANB)으로 95세에 만료됩니다. 평준 보험료 납입 만기 후, 보험증권은 95세까지
연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납입료는 증가합니다. 평준 수준의 보험료는 최초 평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의 보장된 납입금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사망보험금은 평준 보험료 납입기간 후 즉시 감소합니다. 평준 보험료 이후 기간의 납입금은 일반적으로
평준 보험료 납입기간 후 즉시는 동일하지만 종종 후속 연도에서 더 높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보험증권을 참조하세요.

보험 수수료

모든 밴드에서 $75

납입료 산출

• 연간: 1.000
• 반년: 0.5200

전환 옵션

• QoL Flex Term은 전환 기간 동안 피보험적격 입증 없이 종신 생명보험으로 전체 또는 일부 전환이 가능합니다.
• 평준 보험료 납입기간 만기 또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70세에 도달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분 전환의 경우, 잔여 기간은 유효 잔액이 액면가 $100,000 이상인 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견적

• 재무 전문가는 회사가 승인한 소프트웨어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순수하게 보증 납입금에 기반한 견적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보증 납입금에 기반한 견적을 제공하는 견적 엔진을 관리하는 다수의 제3자 판매회사에도
요율을 제공합니다.
• 서명된 도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Preferred Tobacco (Pref. T)
• Standard Tobacco (Std. T)
• Special Non-tobacco (Spec. NT)
• Special Tobacco (Spec. T)

• 분기별: 0.2650
• 월별: 0.0855

• QoL Advantage는 밴딩 할인 혜택과 함께 관련 정기 보험에 대한 보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QoL Advantage는 여러 개의 정기 보험을 구매하거나 UL 보험을 관련 정기 보험들과 함께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 QoL Advantage 프로그램에서 밴딩은 복수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한 대량 구매 할인 제도입니다. 밴딩에서는 모든 보험들간
총 액면가액이 고려됩니다. 총 액면가액이 높을 수록 해당 고객에 대하여 보험 단위당 가격이 인하됩니다.

QoL Advantage
프로그램

QoL Advantage 밴딩:
• 밴드 1: 보험액 $100,000 ~ $249,999
• 밴드 2: 보험액 $250,000 ~ $499,999
• 밴드 3: 보험액 $500,000 ~ $999,999
• 밴드 4: 보험액 $1,000,000 이상
보험 수수료
$75. QoL Flex Term과 함께 QoL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련 정기 보험(들)의 보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피보험자와 보장 자격을 주는 피보험자가 동일 인물이고 동일한 보험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인에게 (ABC)가 청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수수료는 $0입니다.

AGLC110245-CA-KO REV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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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 Flex Term

이용 가능 특약1
QoL Flex Term은 고객들에게 보험증권의 평준 보험료 납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릴 뿐 아니라 다음의 이용 가능한
특약들 중 어떤 것이라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맞추어 드립니다. 이들 상품 명세서는 상품 정보가 전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세부 내용은 보험증서를 참조하십시오.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Accelerated
Death Benefit Riders,
ABR)

• 중대, 만성, 말기 질환 특약은 자동으로 보험증권에 포함됩니다
• 보험증권 소유자가 인정된 중대, 만성 또는 말기질환 또는 병태를 겪고 있다면, 보험증권의 사망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된 중대, 만성 또는 말기질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험 금액
• 선지급 가능한 최대 생명 보험금은 $2,000,000 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재해 사망보험금 특약

•
•
•
•
•

어린이 특약

• 피보험 어린이의 사망 시 피보험 부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능한 경우: (a) 부모의 나이 20~55세에 계약 시 기준 보험증권의 가용여부에 적용을 받으며 (b) 어린이 연령 15세 이상,
19번째 생일까지(생일 불포함)
• 한 건의 어린이 특약으로 적격한 피보험 어린이 모두 보장
• 표 D까지 가능합니다
• 최소 사망보험금은 $500이며, 최대 사망 보험금은 $25,000입니다.
• 보장은 어린이의 연령 25세 또는 부모 연령 65세에 가장 근접한 계약응당일 중 더 이른 시점에 만료됩니다
• 이 특약은 계약 후 추가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정 재해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기준 보험증거의 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액면가는 $250,000 또는 보험증권에 첨부된 액면가보다 더 낮은 금액이 됩니다
표 D까지 가능합니다
보장은 피보험자의 70세 생일에 가장 근접한 계약응당일에 만료됩니다.
사건 발생시에 한합니다

•
•
•
•
•

가입일로부터 6개월 대기기간 후 고도 장해 발생 시, 기준 보험증권 및 일체의 부가 특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 면제
액면가가 $5,000,000인 경우(생명당 금액으로, 보험증권 당 금액 아님) 보험료 납입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 D까지 보험증권에 적용 가능합니다
고도 장해가 피보험자 연령 60세 전에 발생하는 경우, 고도 장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모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고도 장해가 피보험자 연령 60세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의무는 고도 장해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고
(a) 피보험자의 연령 65세 또는
(b) 고도 장해가 시작된 후 1년 기간 중 더 이후 시점까지 면제됩니다.
• 이 특약은 계약 후 추가는 불가능하지만 해지는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귀하의 생명보험을 맞춤 설계하십시오
귀하가 목표로 하는 것이 귀하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든, 모기지를
갚는 것이든, 자녀의 교육비를 충당에 도움이 되도록 돈이 마련되어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든 관계 없이, 믿을 수 있는 American General Life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재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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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2

1

2

납입
기간

계약 구분

모든
주

납입
기간

계약 구분

모든
주

10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80
20~75

23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66
20~61

15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75
20~70

24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64
20~59

16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70

25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63
20~58

17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70

26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62
20~57

18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70
20~69

27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60
20~55

19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70
20~67

28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59
20~54

20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70
20~65

29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58
20~53

21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68
20~63

30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55
20~50

22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67
20~62

35년

Pref. Plus, Pref. NT, Std. Plus, Std. NT, Special NT,
Pref. T, Std. T, Special T

20~45
20~40

전체 상세내용은 특약을 참조하십시오. 선택된 각 특약에 대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의 추가 또는 제거, 그리고 기존 특약 보장 범위 증가 또는 축소는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 계약자는 유자격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가입 연령은 피보험자의 생일에 가장 근접한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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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대한 중요 고객 공지 사항
중증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 만성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 말기 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적용되는 공지 사항
(1) 중증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따라 해당되는 중증질환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말기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따라 해당되는 말기질환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말기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따라 해당되는 말기질환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자는 반드시 작성한 청구 양식과 해당
시점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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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입자가 선택 양식을 받은 지 60일 이내) 선택
양식 작성을 완료하고 AGL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인정된 중증질환과 동일한 질환의 발생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에 따른 중증질환 선지급 보험 금액을 선택할
기회를 추후에 다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만성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 또는 말기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회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문제가 있는 인정된 만성질환에 대해 만성질환 선지급 사망보험 금액을 선택하거나, 문제가 있는 인정된 말기질환에 대해 말기질환 선지급 사망보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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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특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 또는 이를 대리하는 보험 설계사가 법률 또는
세무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포함된 정보 및 개념과 관련된 질문은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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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에만 적용되는 공개 사항
청구자가 만성질환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 하의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의료진에게서 지난 십이(12) 개월 이내에 만성 질환자로
진단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한 특약 하의 선지급 보험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러한 특약은 정기적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면 진단서는 면허가 있는
의료진에게서 12개월 마다 갱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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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 또는 증서는 California 장기요양 프로그램 파트너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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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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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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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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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되고 준비된 삶을 통해 인생을 즐기십시오!
QualityofLifeInsurance.com
보험증권 발행자: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 (AGL) Houston, TX., 증권 양식 번호 ICC19-19311, ICC19-19310, 19310, 19311, 19310, 특약 ICC14-14012, 14012,
ICC14-14001, 14001, AGLA 04CHIR, AGLA 04CRIR, AGLA 04TIR,ICC16-16420, 16420.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십시오. qualityoflifeinsurance.com Accelerated Benefit Riders
와 관련된 소비자의 중요한 공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인 AGL은 보험 상품의 금융상 의무사항이 있으며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AIG)의
회원사입니다. AGL은 New York 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품은 모든 주에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요율을 포함한 상품 내용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대한 모든 보장과 보험금은 발행 보험사의 청구-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보험증권을 판매하는 보험사나 어떠한 자회사도 상기 보장과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발행 보험사의 청구 지불 능력과 관련된 어떠한 대리권이나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2020 AIG. 모든 권리 보유.
이 문서는 귀하의 편의를 위해 영문 버전을 번역한 것이며, 정보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이 문서의 영어 버전을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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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