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평생 소득
퇴직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득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하의 가구에 어떤 재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퇴직할 때까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돈을 예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큰 숫자를 상상하세요
– 그만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큰 숫자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계산입니다. 현재와
퇴직 사이에 귀하의 소득이 매년 3% 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합니다.1

귀하의 큰 숫자 찾기
1. 귀하의 현재 소득을 기입하세요
2. 그런 다음 귀하의 큰 숫자 승수를 찾으세요:

$ _____________

a. 지금부터 퇴직할 때까지 계좌에 얼마의 돈이 적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더 보수적입니다. 요율에 동그라미 표시:2 4%, 6%, 8%
b. 퇴직할 때까지 가장 가까운 숫자에 동그라미 표시: 5, 10, 15, 20, 25, 30, 35
c. 표에서 해당 승수를 찾아 여기에 입력하세요.

3. 큰 숫자: 귀하의 소득에 승수를 곱합니다.

X _____________
= $ _____________

큰 숫자 승수
은퇴까지
남은 연수

4%

계좌 증가율
6%

8%

5

4.7

4.5

4.2

10

9.2

8.3

7.6

15

13.5

11.7

10.2

20

17.6

14.6

12.3

25

21.5

17.1

13.9

30

25.2

19.2

15.2

35

28.7

21.1

16.2

생명보험은 큰 숫자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귀하가 사망할 경우 가족을 위해 잃어버린 소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으로 전체 큰 숫자를
충당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계산은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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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인 보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예금이 아님 | 어떠한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서도 보증되지 않음 |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보증 없음 | FDIC/NCUA/NCUSIF에 의해 보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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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난 20년간 경험한 2.14%의 물가 상승률보다 3%가 높습니다. 출처: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Prices Index,
1997년 5월 - 2017년 5월.
여기에 표시된 요율은 잠재 소득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용입니다.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요율은
다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 아님 | 어떠한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서도 보증되지 않음 |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 |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보증 없음 | FDIC/NCUA/NCUSIF에서 보증하지 않음

이 정보는 American General Life, Inc.(AIG)의 회원사인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AGL)와 뉴욕시의 United States Life Insurance Company (US Life)에서
제공합니다. AGL과 US Life는 보험 회사이며 보험 상품을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독립적인 공인 보험 대리점이나 재정 고문을 통해 구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투자, 재정, 법률 및/또는 세금 자문이나 권고를 제공하지 않습니
다. 이 양식을 포함하여 귀하가 당사로부터 수령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는 생명보험 정책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거나 당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귀하를 교
육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당 법규와 규정은 복잡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세금 내역도 미국 연방, 주 또는 지역 세금 벌과금 회
피를 제안하는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책에 관한 조언이나 권고를 받으려면 담당 보험 대리인이나 재무 고문과 상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귀하와 당사 간의 신탁 관계를 형성하는 조언, 지침 또는 권고를 제공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와의 관계
를 소중하게 여기며 항상 귀하의 보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모든 보험 보장 신청서 및 발급 가능한 모든 보험 정책이나 계약은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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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