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자

살아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명적 질병, 불치병 및 만성 질환 ‘리빙 베네핏' 
옵션 조항으로 생명보험의 가치를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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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며 안전한 재정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가장 필요할 때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또 아직 살아 있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Fidelity & Guaranty Life의 고정 금리 인덱스 유니버설 
제품은 유연한 평생 보호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세금이 유예되는 성장 가능성과 일반적으로 소득세 대상이 아닌 보험 혜택 

등의 세금 혜택.
 • 사망 보험금은 보험 액면 금액, 또는 보험 액면 금액 + 보험 가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일시불로 받거나 정기적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원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때 보험 가치에 이자를 쌓을 수 있는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정 이자 옵션이며 나머지는 시장 주가지수와 
연계되는 다양한 추가 옵션입니다. 모든 옵션에는 최저 보증 이율이 
적용됩니다.1

 •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2 인출 시에는 중도 
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 생명보험은 가족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옵션 조항에는 한도, 제한, 그리고 일부 경우 추가 요금이 
따릅니다.

1 인덱스 옵션은 시장 주가 지수와 연결되어 있으나 주식 시장이나 주가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객을 가격 하락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주식 
경기 침체로 돈을 잃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인출액은 보험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도 해약, 인출 및 보험 계약 대출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사망 보험금이 줄어들며 중도 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해약 및 인출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59.5세 이전에 진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 가치가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지불한 금액(보험 계약 대출 포함)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자의 생명보험이 보험 
가입 후 첫 7년 동안 ‘7페이 보험료’ 한도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보험 방침에 특정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새롭게 7년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보험은 만기 생명보험 과세를 변경한 보험계약(MEC)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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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때 받을 수 있는 조기 보험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병의 경증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 사망 전에 조기 보험금이 지급되고 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조기 
지급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이때 조기에 이용한 금액만큼 사망 보험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해당 옵션 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해당 옵션 조항을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옵션 조항의 정의에 따릅니다.
6 이 옵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은 반드시 옵션 사항 발효일이나 그 이후에 처음 발생해야 합니다. 치명적 질병 옵션 조항의 조기 혜택을 이용하시는 경우 

불치병 및 만성 질환 옵션 조항이 둘 다 만기됩니다.
7 주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8 해당 옵션 조항은 가입자의 생명보험료가 4번 표(table 4)의 금액보다 높거나 $1,000마다 정액할증 보험료가 따르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과 함께 제공되는 사망 보험금 조기  옵션 조항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사망 보험금 조기 옵션 조항은 가입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보호를 제공하므로 ‘리빙 베네핏' 옵션 조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살아서도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리빙 베네핏' 옵션 조항은 치명적 질병, 만성 질환 및 불치병 옵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의된 질환이며 주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명적 질병4,6,8

해당 옵션 조항은 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명적 질병을 앓는 가입자가 사망 
보험금의 최대 100%를 조기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단 해당 금액이 
$1,000,0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5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병에는 심장마비, 
뇌졸중, 주요 장기 이식 수술, 마비, 루게릭병(ALS) 진단, 대동맥 질환, 중추신경계 
종양, 중증 화상, 말기 신부전증 진단 및 침습성 암이 있습니다.

불치병4,8

해당 옵션 조항은 의사가 가입자의 수명이 24개월 미만7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내린 경우 사망 보험금의 최대 100%를 조기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단 해당 금액이 $1,000,0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성 질환4,8

면허를 보유한 의료 종사자가 원보험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성 질환을 
앓아왔음을 인증하면 사망 보험금의 최대 25%를 조기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 조항의 정의에 부합하는 만성 질환이란 일상 활동(ADL) 6
가지 중 2가지를 수행할 수 없거나 심각한 인지 장애로 인해 감독이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옵션 조항은 첫 조기 사용 이후에도 만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사망 보험금의 100% 또는 평생 한도 $1,000,000에 도달할 
때까지 연간 조기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 전에 조기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조기 지급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때 조기에 이용한 금액만큼 사망 보험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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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불치병 옵션 조항
메리
가입 연령: 50
메리는 F&G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70세에 수명이 24
개월 미만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9  

메리는 생명보험에 불치병 ‘리빙 베네핏' 옵션 조항을 
추가했으므로 그중 일부를 가족과 남은 삶을 즐기기 위해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럼 메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사망 보험금 = $300,000
 • 해약 환급금 = $50,042
 • 메리는 사망 보험금의 90%를 조기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270,000에 해당합니다.
 • 메리는 $221,129.36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11

 • 사망 보험금의 90%를 조기에 받고 난 후 메리의 남은 
사망 보험금은 $30,000이 되며 해약 환급금은 $5,004
가 됩니다.

치명적 질병 옵션 조항
제프리
가입 연령: 40
제프리는 F&G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68세에 침습성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프리의 생명보험에는 치명적 
질병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명적 질병 
옵션 조항을 통해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 동안 생기는 비용을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럼 제프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사망 보험금 = $400,000
 • 해약 환급금 = $48,849
 • 제프리는 사망 보험금의 90%를 조기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360,000에 해당합니다.
 • 제프리는 $228,622.25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10

 • 받을 수 있는 사망 보험금의 90%를 조기에 받은 
제프리의 경우 남은 사망 보험금은 $40,000이며 해약 
환급금은 $4,884,90입니다.

9 주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 해당 보험금은 제프리의 질병의 경중과 미래의 평균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계산되었으며 옵션 조항에 설명된 관리비와 보험수리적 할인 비용을 제한 

금액입니다. 이는 가입 연령 40세, 가입 당시 사망 보험금의 액면 금액인 $400,000, 그리고 폐암 질환 심각도 3에 따른 가정의 결과입니다. 제프리는 68세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90%를 받았습니다. 치명적 질병 옵션 조항의 조기 혜택을 이용하면 불치병 및 만성 질환 옵션 조항이 둘 다 만기됩니다.

11 해당 보험금은 옵션 조항에 설명된 관리비와 보험수리적 할인 비용을 제한 금액입니다. 이는 가입 연령 50세, 가입 당시 사망 보험금의 액면 금액인 $300,000, 
불치병 발병 시기 71세에 따른 가정 결과이며 메리는 사망 보험금의 90%를 조기에 받았습니다. 불치병 옵션 조항의 조기 혜택을 이용하면 치명적 질병 및 만성 
질환 옵션 조항이 둘 다 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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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당 보험금은 옵션 조항에 설명된 관리비와 보험수리적 할인 비용을 제한 금액입니다. 이는 가입 연령 35세, 가입 당시 사망 보험금의 액면 금액인 $500,000, 말성 
질환 발병 시기 70세에 따른 가정 결과이며 수는 사망 보험금의 25%를 조기에 받았습니다. 만성 질환 옵션 조항의 조기 혜택을 이용하면 치명적 질병 및 불치병 
옵션 조항이 둘 다 만기됩니다.

만성 질환 옵션 조항
수
가입 연령: 35
수는 F&G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70세에 면허를 보유한 
의료 종사자로부터 만성 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만성 질환 옵션 조항을 통해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받아서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럼 수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사망 보험금 = $500,000
 • 해약 환급금 = $365,883
 • 수는 사망 보험금의 25%를 조기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125,000에 해당합니다.
 • 수는 $97,175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12

 • 남은 사망 보험금은 $375,000가 되며 남은 해약 
환급금은 $274,412가 됩니다.

 • 수는 계속해서 만성 질환 옵션 조항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한 남은 사망 보험금 $375,000의 최대 
25%를 또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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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 보험료가 들지 않는 옵션 조항입니다. 주마다 옵션 조항 이용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옵션 조항에는 한도나 제한 사항이 따를 수 있으며 보험 가격 책정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불치병, 만성 질환 및 치명적 질병 옵션 조항은 4번 표(table 4)의 요금이나 그보다 높은 요금으로 승인된 보험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액할증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에는 해당 옵션 조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F&G’는 Fidelity & Guaranty Life 생명보험이 미국 내 뉴욕 외 지역에서의 보험 제공에 사용하는 마케팅 이름입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 Fidelity & Guaranty Life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입니다.
보장은 아이오와주 디모인 Fidelity & Guaranty Life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약금은 보험 계약 체결 시부터 적용되며 점점 감소해 가입 후 15년이 경과하면 0이 됩니다. 보험 혜택을 늘리면 혜택에 따른 증가분을 기준으로 15년의 중도 
해약금 적용 기간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보험 양식 번호: 16-LRI-1114, 17-LRI-1115, ICC16-LRI-1114, ICC17-LRI-1115 등.
이 책자에서 세금 또는 부동산 계획에 관해 제공하는 정보는 세금 또는 법적 조언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제공은 신청서의 건강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마다 이용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조항 및 옵션 조항에는 한도, 제한 및 추가 요금이 따릅니다. 
중도 해약, 인출 및 보험 계약 대출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사망 보험금이 줄어들며 중도 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해약 및 인출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59.5세 이전에 진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가치가 감소하게 
되며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지불한 금액(보험 계약 대출 포함)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가입자의 생명보험이 보험 가입 후 첫 7년 동안 ‘7페이 
보험료’ 한도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보험 방침에 특정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7년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의 보험은 만기 생명보험 
과세를 변경한 보험계약(MEC)으로 간주됩니다.   
본 문서는 법적 계약서가 아닙니다. 자세한 약관은 생명보험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빙 베네핏' 조기 혜택 옵션 조항13 은 삶의 다양한 순간에 생명보험의 일부로 
사망 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이런 혜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Fidelity & Guaranty Life 생명보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목표와 필요에 가장 잘 맞는 
대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fglife.com을 참고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fglife.com
http://fglife.com
http://fglife.com
https://www.facebook.com/FidelityandGuarantyLife
https://twitter.com/fg_life
https://www.linkedin.com/company/fidelity-&-guaranty-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