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의 저력
2019년 창립 100주년 기념

강점 및 경력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AIG)은 역사가 19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

전 세계에 걸쳐 50,000명의 직원이 80여 개 국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1

■

세계에서 주주 자산가치 보유로 최대 보험 회사 중 하나2

■

총 자산 4,920억 달러1

■

2018년 총 매출 474억 달러

최고의 보장
AIG 회원사는 인정과 존중을 받는 시장 주도 기업입니다. 당사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들은 기업과
개인이 그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여러 가정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에 지원
•2018년, 78,000건 이상의 생명 보험 청구에 22억 달러 이상 지급1
•2018년, 선지급 보험금 특약(Accelerated Benefit Rider) 265건에 2300만 달러 지급1
•2018년, 새로운 생명 보험 증권으로 보호받는 가정 18만 이상1

		 미국인들에게 금융 및 노후 보장에 필요한 보장, 투자 및 소득 솔루션 제공
		 2018년 총 연금 판매 1위3
■		 은퇴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300만 명이 넘는 개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1
■
■

■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87% 이상, 포브스 2000 중에서 81%를 고객으로 보유4

■

		 퇴직 후 평생 동안의 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미국인을 교육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 서비스 단체인 평생 소득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Lifetime Income)의
이사회 창립 멤버

1
3

2018년 12월 31일 기준. 2 특정 외국 보험 회사에 대한 최신 정보는 2018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출처: LIMRA, 2019년 3월 및 2019년 5월(변액(Variable), 지수(Index) 및 고정(Fixed) 연금 판매 기반의 AIG 기업의 경우). 4 2018년 11월 1일.

입증된 솔루션
100년 경험을 쌓아온 AIG 회원사는 고객에게 다양한 생명 보험 및 은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의 보험 및 소득 보장이 귀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오늘 귀하의
금융 전문가에게 연락 주십시오.

ALLIANCE FOR LIFETIME INCOME은 평생 소득에 대한 Alliance의 서비스 마크이며 평생 소득에 대한 Alliance의 허가로 사용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의 계열사가 제공합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 범위는 실제 보험 증권의 표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제공된 정보는 정보 제공용이며
회원사의 통계 정보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상품 계약을 하는 허가된 보험 회사가 그들 자신의 계약상의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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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을 참조하십시오.
AIG는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의 전 세계 손해/상해, 생명 및 은퇴 보험, 그리고 일반 보험 영업에 대한 마케팅 명칭입니다.
추가 정보를 보려면 당사 웹사이트(www.aig.com)를 방문하십시오. 비보험 상품 및 서비스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정 손해보험 보장은 초과액 보험업체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과액 보험업체는 일반적으로 주 보증 기금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는 그러한 기금으로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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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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또는 NCUA/NCUSIF 보증된 것은 아닙니다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 • 은행이나 신용조합의 보증 없음
예금이 아님 • 어떠한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서도 보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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