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 삶을 위한 보험
귀하의 돈. 당신의 보험. 귀하의 선택.

QoL Guarantee Plus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사람의 재정적인 필요는 일생 동안 변합니다. 젊은
가족은 모기지나 대학 교육과 같은 일시적인 필요를
위해 기간성 생명 보험(Term Life)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는 종신 보험을 제공하는 유니버설(Universal Life)
생명 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모기지를 다 갚습니다.
401(k) 계좌가 커집니다.
은퇴를 계획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당신의 가족을 보호해야 할
필요입니다. QoL Guarantee Plus는 귀하의 현재 진행
중이며 영구적인 재정 안전을 돕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보험료로 보증된(guaranteed)* 생명
보험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n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가 은퇴 후
사망한 경우, 귀하의 정기 생명 보험이
만료 된 후에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n 중대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귀하의 노후 자금을 사용해야만
하는지 걱정하십니까?
n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장성한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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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Guarantees)은 발행 보험회사의 청구 지급 능력에
따릅니다.

보증을 중요시하십니까?
QoL Guarantee Plus는 보증된 생명 보험금을 제공합니다.
보장 범위 금액과 원하는 기간 동안 해당 보장 범위 금액을 보증하는데 요구되는
보험료가 결정되고 나면, 그 기간에 보장 범위가 유지되도록 하려면 귀하가 하실 일은
제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뿐입니다.
QoL Guarantee Plus는 일생 동안 유지되는 보증된 사망 보험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QoL Guarantee Plus는 안정적이고 변함없는 보호를 제공합니다. 물론 유연한 보험료
(flexible premiums) 옵션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가 변하거나 보험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귀하의 보장 범위는 항상 유지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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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
QoL Guarantee Plus가 귀하 가족에게 제공하는 귀중한 보호 보장에 더해서, 귀하는 또한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으로 귀하의 은퇴 소득보다 더 오래 사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된 수명은 단지 가능성만은 아닙니다 – 통계에 의하면 이는 매우 가능성 높은 일입니다.

n 2050년에, 65세 이상의 미국인 수는 8천8백 5십만 명으로 예측되며, 이는 2010년에 예측된 4천2십만 명의
2배 이상입니다.1

n 65세의 결혼 부부라면, 적어도 한 명의 배우자가 94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0%이며, 10%는 한 명이 104세까지
생존할 것입니다.2
장수한다는 긍정적인 현상의 한 편에는 몇 가지 재정적인 우려가 동반됩니다.

n 설문조사 대상 미국인의 61%는 죽는 것보다는 그들의 자산이 고갈되는 시점을 넘어 오래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3

n 45~70세의 미국인의 48%는 자산이 고갈되는 시점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과 예상보다 오래 생존함으로
발생하는 증가하는 의료비용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준비된 재정 설계가 없습니다. 3

무엇이 귀하의 퇴직 소득이 고갈되는 시점보다
오래 생존하는 상황을 발생시킬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되십니까?
n 은퇴 연령보다 더 연장되는 모기지 지급금 상환
n 신용 카드 부채
n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n 불량한 401(k) 실적
n 건강 보험의 변화
n 사회 보장의 불확실성
n 가족의 부담이 되는 것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귀하의 퇴직 소득을 보충하는 생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The Next Four Decades, The Older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0 to 2050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Issued May 2010, P25-1138
2
Prepared by Ernst & Young Insurance and Actuarial Advisory Services practice. The analysis uses the
Annuity 2000 mortality table with Scale G2 mortality improvements.
3
State of the Insured Retirement Industry: 2012 Recap and a 2013 Outlook, Insured Retirement Institu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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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설계
Paul은 55세로, 약 10년 이내에 은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401(k)는 일생 동안 매달 $2,000를 생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Paul은 사회보장 연금으로 매달 $1,500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또한 저금 계좌에 $300,000가 있습니다.*

Paul은 저금 계좌에서 매달 약 $1,500를 인출하려고
하며, 이는 사회보장 및 401(k)와 합하면, 매달 $5,000의
소득이 생길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아내 Linda와 그가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정 조언자가 Paul에게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는데,
매달 $500를 인출하면, 이는 잠재적으로 그의 생애 동안
지속될 것이며, 또한, 그가 매달 $1,000를 인출하면,
수령액은 잠재적으로 100세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 Paul은 재정 조언자와 회의를 하였습니다. 조언자는
Paul이 자신의 저금에서 인출하려는 금액이 그가 85세가
되면 고갈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Paul이 완강하게 매달 $1,500를 인출하기를 원하므로,
그의 조언자는, 오늘날의 금리로 할 경우, 그런 인출은
Paul이 85세가 되면 예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득을 고려할 때
저축 소모율
(2% 수익률로 $300,000에 기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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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250,000

4%
인출
6%
,매
월
인
$1
출
,00
,매
0

$200,000
$150,000

월
00
,5
$1

$100,000
$50,000
$0
65
*가상의 예임. 실례가 아님

70

75

80

85
연령

90

95

100

5

Paul은 그가 Linda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보증되는 생명
보험이 제공되는 한편으로
그의 은퇴 기간에 걸쳐 충분한
소득을 제공해주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Paul은 생명 보험 설계사를 만났고, Paul의 보험과 퇴직
소득 요구를 검토한 후, 설계사는 Paul이 $385,000의
QoL Guarantee Plus 보험증권과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을 구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모든 퇴직 소득원들과 언제 이들이 고갈될지 고려한
후에, Paul은 보험 증권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특약을
추가하였으며, 그가 85세가 된 후부터 인출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1 Paul은 노후에 소득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을 알고는 안전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Paul은 특약하에 인출 보험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생명 보험 보장 범위의 비율을 그의 소득 요구에
근거하여 47%로 선택하였습니다. 이 구성으로 그는 85
세가 된 후 매달 적어도 $1,500를 받을 것입니다. Paul은
최소 $500부터 최고 $1,501.89 사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2
Paul과 Linda는 85세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매우
활동적인 노년을 보냅니다. Paul의 재정 조언자가
예측했듯이, 그의 저금이 거의 바닥나서, 그는 자신의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3 Paul에게는 향후 10년(120개월) 동안
$1501.89의 인출 보험금과 더불어 잔여 잔액이 포함된
마지막 달의 지급액을 수령할 것이 보증됩니다.
Paul은 반드시 발급일로부터 적어도 15년 후로 목표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선택할 수 있는 최대 인출 보험금 근거 비율에는 제한이 있으며
생명 보험 보험금의 100% 미만일 수 있습니다. 총 인출 보험금
및 보증된 인출 보험금은 인출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는 날짜에
따릅니다. 만약 인출 보험금 지급이 Paul이 85세가 된 후 보험 증서
연 주기일에 시작된다면, Paul이 선택한 인출 보험금 근거 백분율은
$180,950의 총 인출 보험금과 $1,501.89의 보증 인출 보험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3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하의 인출은 반드시 보험
증서 연 주기일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기에 그러한 인출이
가능하게 하려면 특정 지급 및 기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Paul이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여서 85세에는
보험 증서를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지속하는데 추가의 납부가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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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의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 이러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400,000

인출 보험금 보장은 85세에 시작됩니다
$385,000 생명 보험 보장 범위

$300,000

$200,000

$100,000

남은 사망 보험금
$204,050

인출 보험금 보장이 소득으로
지급되므로 사망 보험금 감소

저축계좌
$1,500/월말

특약
$1,501.89/월초

$180,950 paid
under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

연금 또는 401(k) $2,000/월

소득

95세에
사망

사회보장 $1,500/월
$0
65세

85세

95세

Paul이 94세 때 Linda가 사망하고, 1년 후 Paul이 사망합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보험증서에는 아직 $204,050의
사망 보험금이 있었고, 이는 수령인인 두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을 구매하기로 한 Paul의 결정은 그가 말년에 중요한 재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Paul이 그의 인출 보험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그의 전체 사망 보험금인
$385,000가 아들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는, 그가 더 적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인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QoL Guarantee Plus 그리고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과 함께라면,
귀하는 너무 일찍 사망하는 경우, 귀하의 소득이 없어지는 시점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에 대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돈입니다. 당신의 보험. 당신의 선택.®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하의 인출은 소득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귀하의 세무 조언자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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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비록 우리 모두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중대하고, 만성적이거나 말기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인 염려입니다. 선지급 보험금 특약(Accelerated Benefit Riders)은
심각한 질병이 종종 수반하는 재정상 문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 두었어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간의
만성 질병이나 상태 등이 있습니다. 치료 관련 비용,
일할 수 없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은 귀하의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품위있는 삶을 위한
보험은 귀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생명 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이고
저렴한 생명 보험 증권은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상태의
직접적인 치료 비용, 또는 기타 간접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중증 심장 마비, 침윤성 암 또는 뇌졸중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귀하는 생명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accelerate)”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보험을 선지급 받을 경우, 사망하기 전에, 귀하의 생명
보험금 일부를 현재 수령하게 되고, 이는 귀하의 생명
보험 보장 범위와 보험 증권의 가치를 감소시킵니다.*
그렇지만 남은 생명 보험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고,
여전히 보증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50,000 보험
증권에서 $100,000를 선지급 받게 되면, 귀하에게는
아직 $150,000 의 보증된 생명 보험 보장 범위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 개별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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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는 삶을 위한 보험은 사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명 보험입니다.
이는 귀하가 대상 자격에 부합하는
중대하거나, 만성적이거나 말기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귀하와 가족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소비자 정보 소책자를 검토하시면
품위있는 삶을 위한 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
설계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거나
www.qualityoflifeinsurance.com을
방문하십시오.

무료 선지급 보험금 특약
만성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1

중증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1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만성 질환 또는 상태로 진단될
경우 피보험자의 기본 생명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성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은 모든 품위있는 삶을 위한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중증 질환 또는 상태로 진단될
경우 피보험자의 기본 생명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증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은 모든 품위있는 삶을 위한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보장을 제공합니다.
수령 받는 금액은 신청이 접수된 후 회사에 의해
결정되며, 승인되면 가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의 중증 질환 또는 상태가 특약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 심장 마비

이 특약하의 보장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만성 질환으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만성 질환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면허가 있는 의료진에
의해 최초로 진단되고 피보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신체 상태로서 가입자가:
• 일상생활 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s) 6개 중
적어도 2개를 수행할 수 없으며, 또는
• 심한 인지 능력 장애로 인해 피보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면 상당한 정도로 타인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일상생활 동작(ADLs): 목욕하기, 옷 입기, 용변 보기,
이동하기, 배설 자제, 식사하기

• 주요 장기 이식
• 뇌졸중
• 침윤성 암
• 실명
• 말기 신부전증
• 마비
•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 또는 루게릭병)

말기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1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말기 질환으로 진단될 경우
피보험자의 기본 생명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말기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은 모든 품위있는 삶을 위한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기 질환은 진단일로부터 24개월 이내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의사가
진단한 질병이나 신체 상태로 정의됩니다.

참고: 선지급 보험금 특약과 함께 제공되는 생명 보험은 독립적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소득 보험 또는 질병이나 신체 상태와 관련한 특정
비용이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의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면 향후 해당 선지급 보험금 특약 및 보험에
첨부된 기타 선지급 보험금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 생명 보험금과 퇴직 자금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차감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차감에 의해 보험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질병 또는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전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선지급 보험금이 실행되는 경우, 제공 금액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특약 이름, 보험금 및 정의는 일부 주에서 다를 수 있으며/또는 모든 주에서 구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 보험금
중 선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은 최대 선정 사망 보장액, 즉 현재 생명 보험금 또는 기간 내 최대 보장액인 $1,500,00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 신청 자격에는 제한 사항 및/또는 대기 기간, 유예 기간, 제외 요건이
적용됩니다. 보장의 완전한 정의 및 각 특약에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특약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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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용 가능 특약:
장애 소득 보장 특약(Disability Income Rider)
장애 소득 보장 특약은 귀하에게 장애가 발생되고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귀하 소득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2년 또는 5년 플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 혜택은 다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 2년 보장 기간: 90 일
• 5년 보장 기간: 180 일
플랜 세부사항:
• 가입 연령: 18~55
• 최소 월 보장액: $500
• 최대 월 보장액은 다음 금액 중 적은 액수입니다.
➤ 2년 보장 기간에서는 $5,000
➤ 5년 보장 기간에서는 $3,500
➤ 구매한 생명 보험 $1,000당 $20,
인접한 $10로 반올림 또는
➤ 월 총수입의 비율 (자세한 내용은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세요)
참조: 가입 가능한 장애 소득 최대 금액은 기존의 개인,
고용주 제공 및/또는 주 장애 소득 보장 범위에 의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험료 납부 면제(Waiver of Specified
Premium, WSPR)
가입 연령: 18 – 55
종료 연령: 60
이 특약은 180일의 제외기간 후에 주 피보험자의
총 장애 기간 동안 매달 보험증권에 보험혜택을
지급합니다. 월 보장액은 특약 발급일에 발행 당시
계획된 정기 보험료(Planned Periodic Premium, PPP)를
연율로 환산해서 1/12보다 적은 액수로 결정되지만,
보험 증권의 월간 벤치마크 보험료 $10.00 또는
$2,000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특약은 보장 기간의 첫
2년간 장애의 “자신의 직업(own occupation)” 정의를
사용합니다. 보장 기간의 나머지 기간에는, 장애의
“모든 직업(any occupation)” 정의가 사용됩니다. 이
특약하의 보장은 보험 증권의 효력이 유지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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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망 보험금 특약(Accidental Death
Benefit Rider)
가입 연령: 20~65
종료 연령: 70
이 특약은 만약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추가적인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정기 생명 보험(Children’s Term Life
Insurance)
기본 피보험자 가입 연령: 18~60
18~60세에 대한 가입 연령, 자녀: 7 일~17 세
자녀가 25세가 되면 만료, 피보험자 연령 65
가입 금액:
• $5,000~$25,000
이 특약은 보장 범위가 제공되는 동일 기간에 지급되는
동등한 보험료가 있는 각 피보험자 자녀마다 동등한
금액의 종신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언제라도 종신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만약 자녀의 생일, 결혼 또는
기본 피보험자의 사망 31일 내에 전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장 범위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 특약(Maturity Extension Rider)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121세의 최초
만기일을 넘어 보장 범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 기간의 사망 보험금은 만기일 이전의 실제 사망
보험금과 동일합니다. 귀하의 사망 보험금은 누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지만, 절대로 누적
가치보다 적지는 않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CustomerChoice Lifestyle Income Solution에 관한
중요 정보:
모든 사람의 상황은 독특합니다. 특별한 보험료 요건을 포함해 QoL
Guarantee Plus 보험증권 및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
이 어떻게 귀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귀하의 보험
설계사가 맞춤형 보험 견적과 함께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보험사정인이 귀하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며/또는
흡연하지 않으며/또는 합리적으로 오랜 수명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결정하게 되면, 귀하의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에
대한 보험료는 건강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않으며/또는 흡연하는
타인의 보험료에 비해 높을 수 있는데, 이는 이 특약 아래서 귀하가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명 보험의 주목적은 사망 보험금의 지급입니다. CustomerChoiceSM
Lifestyle Income Solution 아래에서 인출하는 것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세금 또는 법률 조언자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성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에 관한 중요한
고지사항
만성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하에 선지급 사망 보장액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한이나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것은 생명 보험금으로 보험증서에 기술된 대상 사건 기준을
귀하가 충족시킬 경우 사망보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 증서는 캘리포니아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증서는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위한 캘리포니아 파트너쉽
(California Partnership for Long-Term Care program) 보험이
아닙니다. 이 보험 증서는 Medicare 보충 보험이 아닙니다.
• 만성 질환 선지급 보험금 특약 같은 선지급 사망 보험금과 장기
요양 보험은 매우 다른 유형의 보장액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급 사망 보험금은 생명 보험의 특약 또는
기타 조항이며, 만약 피보험자가 특약 또는 보험 조항에
정의된 만성 질환의 정의를 충족시킬 경우 보험 계약자가
생명 보험의 사망보장액의 일부 또는 잠재적으로 전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망 보험금 선지급
및 그러한 선지급 사망 보장하의 지급금은 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감소시키고 보험증서의 기타 가치를 함께
감소시키며, 잠재적으로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
금액 전부를 선지급 받을 경우, 보험은 종료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은 병원의 급성기 병동 이외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진단, 예방, 치료, 재활, 유지관리 또는 개인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모든 보험, 증서 또는
특약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은 다음 보장 유형을 포함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합니다. 양로원, 요양 기관, 연장 치료 시설,
보호 간호 시설, 전문 요양시설 또는 개인 케어 주택에서의
간호를 포함하는 시설보호에 대한 보장, 가정간호, 개인간호,
가정봉사원 서비스, 호스피스 또는 임시 간호를 포함하는
자택요양 보장, 또는 주간보호소, 호스피스 또는 임시
간호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기반 보장. 장기 요양 보험은
장애 기반 장기요양 보장을 포함하지만 메디케어 보충 또는
주요 의료비용 지출 보장 범위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보험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만약 귀하가 장기 요양, 양로원 또는 자택요양 보험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보험의 판매 면허를 보유한 보험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며, 선지급 사망 보장액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주 보험국 인터넷
웹사이트(www.insurance.ca.gov)의 장기 요양 보험 관련 항목을
방문하십시오.
• 만약 귀하가 사망 보장액의 일부를 선지급 받기로 선택할 경우,
귀하의 사망 시 보험 수령인이 받게 될 금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 선지급 사망 보장액 수령은 Medi-Cal 또는 Medicaid와 같은 공적
부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지급
사망 보장액을 받기로 선택하기 전에, 선지급 사망 보장액
수령이 어떻게 그러한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적절한 사회사업 부서에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선지급 보험금 특약에 관해 보험
계약자에게 드리는 중요한 공지사항
선지급 보험금 특약하에 대상 중증 질환 또는 대상 만성 질환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때, 신청인은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특약에 지정된
기간 내에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급 보험금 특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가능한 경우, 회사에서는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번의 (1)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입자는 선택 양식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선택 양식을 작성하고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
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동일한 대상 중증 또는 대상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을 선택할 수 있는
추후 기회를 다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지급 보험금 특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26 U.S.C. Sec. 101(g))의 101(g) 항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 또는 그를 대리하는 보험 설계사는 누구도 법률 또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포함된 정보
및 개념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상담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만성 질환 또는 말기 질환을 이유로 선지급 사망보험을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IRS 양식 1099-LTC를 보내드리고
만약 중증 질환을 이유로 선지급 사망보험을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IRS 양식 1099-R을 보내드립니다.
IRS 양식 1099-LTC 의 2번 상자(지급된 선지급 사망 보험금) 또는 IRS
양식 1099-R의 1번 상자(총 분배금)에 포함된 금액은 귀하가 수표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 및/
또는 보험금에 포함된 대출 이자 그리고 만기일이 도래한 미지급
보험료(해당될 경우)를 제하고, 및/또는 대출 잔액 비례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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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는 삶을 위한 보험
사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명 보험입니다.

www.qualityoflifeinsurance.com
보험 증권 발급자: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 2727-A Allen Parkway, Houston, Texas 77019.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는
보험 상품의 재정상 책임이 있으며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AIG)의 회원사입니다. 모든 상품보증은 발행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기초로 합니다. American General은 뉴욕주에서는 사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AGL은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AIG)의 회원사입니다. AIG는
여기서 설명된 어떤 보험증권도 계약하지 않습니다. 보험 및 특약이 모든 주에서 구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 상품 명세서는 상품 정보가
전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세부 내용은 보험증서를 참조하십시오. 보험 양식 AGLA 12UCG C 및 특약:
Lifestyle Income Rider 13972, Chronic Illness Accelerated Benefit Rider AGLA 04CHIR, Critical Illness Accelerated Benefit Rider AGLA 04CRIR, Terminal
Illness Accelerated Benefit Rider AGLA 04TIR, Disability Income Rider AGLA 05AD2 C, Waiver of Specified Premium Rider AGLA 05AHP C, Accidental
Death Benefit Rider AGLA 05AHB C, Children’s Term Life Insurance Rider AGLA 05AHC and Extension of Maturity Date Rider AGLA EMD-DB. 기타 공지
사항: QoL Guarantee Plus는 과거 AGLAchoice Guarantee Plus로 알려져 판매되었습니다. 귀하가 받을 수도 있는 기타 회사의 자료 또는 서신에서
언급되는 AGLAchoice Guarantee Plus는 QoL Guarantee Plus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American General Life Insurance Company 또는
그를 대리하는 보험 설계사는 누구도 법률 또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포함된 정보 및 개념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상담은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회사는 보험 신청에 관해 중요한 사실의 허위기술 또는 허위진술, 복원
또는 증액에 관해서 해당 법률과 보험증권에 기술된 기간 동안 보장 범위의 복원 또는 증액, 보험증권에 대해 보험 증서 발급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해당 법률과 보험증권에 기술된 자살 기간 동안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보험금은 보험 계약이
명시한 바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특약 이름, 보장액 및 정의는 일부 주에서 다를 수 있으며/또는 모든 주에서 구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판권소유. 이 문서는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영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범위 및 보험 정책 또는 계약 발급을
위한 신청서는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영어 버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영어 버전을 공식 문서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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