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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절약하기 위한 최고의 조언
Top Tips to Save You Money

1. 임차형 구매 물품 점(Rent-To-Own Stores)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임차형 구매 거래는 양호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납입금을 지불할 때까지 당신은 그 물품의 가치보다
2 배 또는 3 배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2. 당신의 급여를 담보로 돈을 빌리지 마십시오.
“급여일 대출(payday loan)”을 제공하는 “급여일 대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게
밖에서 일하거나 인터넷 상에서 일합니다. 급여일 대출이란, 당신의 다음 급여까지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다음 급여를 담보로 개인 체크를 쓰거나 또는 급여가 바로 예치될 경우에는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대출금 전액과 수수료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매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들 대출자들은 긴급한 경우의 대출이라고 광고하지만, 대출금과 수수료를
상환하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청구되는 돈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대출한 후에 다시 대출하고, 대출금 상환은
계속하여 연체됩니다. 이러한 대출은 당신의 재정을 매우 위태롭게 하며,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용 구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것의 가격을 전액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모으는 편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융자 또는 신용
카드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높은 이자율을 부과합니다. 이는 당신이 다 지불할 때까지 구매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미상환 부채가 있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채가 있으면 혼란스럽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
신용상담 재단, 1-(800) 388-2227 으로 전화하십시오.
당신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파산 또는 상환 계획을 고려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법적인 것을
시키거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에 요금을 부과하는 “신용 회복” 계획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신용 평가
보고서(Credit Report)를 확인하십시오. 이의 사본은 무료로 매년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의 정보지 신용보고서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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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 계좌를 만드십시오.
체크 현금화는 사용하기에 매우 비쌉니다. 당좌 예금 계좌와 보통 예금 계좌를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은행 또는 신용 조합을 찾아 둘러보십시오. 많은 신용 조합이 마을의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때로는
은행보다 더 우수한 제의를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소액 보통 예금 계좌로 시작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계좌가 있다면, 당신은 일반적으로 체크를 무료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체크 현금화 수수료가 절약되고, 신용 등급이 개선될 것입니다.
만약 ATM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당신이 무엇을 소비했는지 계속 확인하여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ATM 수수료는
빨리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당신 은행 또는 신용 조합이 소유한 ATM 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사용할 경우, 당신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체크를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은행과 당신이 체크를 써준 사람에게 수수료 ($35
이상)를 지불해야할 것입니다. 수수료는 누적되며 다음 체크가 부도
처리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체크를 쓰는 것은 범죄일 수 있습니다.

6. 은행 또는 신용 조합에서 자동차 대출을 받으십시오.
딜러에게 자동차 대출을 받으면, 딜러는 흔히 그 대출을 통해 돈을 벌게 됩니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해 줄수록
딜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역 은행 또는 신용 조합이 더 좋은 이자율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처럼 하여 최상의 자동차 가격을 찾아 둘러본 후, 은행 이자율과 딜러 이자율을
비교해 보십시오.

7. 전당포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전당포는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불하고, 매우 높은 이자를 부과합니다. 만약 어떤 것을 팔아야
한다면, 다른 곳에서 파십시오. 이웃과 친구에게 팔거나, 지역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또는 온라인 판매를
시도해보십시오. 다시 돈이 생기면 그 대체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8. 공과금을 줄이십시오.
공공기업에 전화하여 무료 에너지 감사 진단을 요청하십시오. 이들은 집을 방문하여 당신의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은 집을 단열 보호하기 위한 조언과 용품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지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mn.gov/commerce/consumers/consumer-assistance/energy-

assistance 에서 에너지 지원에 대해 찾아보십시오.
예산 계획을 세워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 – 고지서 금액을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겨울에
당신이 지불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등, TV, 컴퓨터 및 음향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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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화 요금을 줄이십시오.
통화 중 대기 서비스, 발신자 표시 서비스, 및 자동 응답

저소득층일 경우, 일반 전화 또는 핸드폰

서비스와 같은 추가 서비스를 포기하십시오. 가장 저렴한

서비스를 할인 또는 무료로 받을 자격이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찾아 돌아보던가 또는 그냥 장거리 전화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물론, 전화 카드에 대해서도 좋은 요금을
찾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고 서비스들을 비교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만 사용하고 일반 전화는
포기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www.lifelinesupport.org 에서 자격
여부 및 등록 방법을 보십시오. 지역
전화 서비스 공급업체에 전화하여
생명의 전화 서비스 (lifeline service)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0. 도박하지 마십시오. 복권을 사지 마십시오.
복권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도박은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내어
줍니다. 항상. 도박 또는 복권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돈을 잃습니다.

11. 주택 소유를 고려해 보십시오.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은 장기간의 복잡한 계약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좋은 대출을 얻고 집이 양호한 상태이며 가격이 적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집과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자 상담 프로그램에 연락하십시오. 그들은 주택 구입을 도와줄 프로그램에 대해
당신이 배우게 해주고, 자금 조달하는 법을 말해줍니다. 주택을 얻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찾고, 당신이 완전히 정보를 얻고 준비될 때까지는 구입하지 마십시오.
양도 증서 계약(Contracts for Deed) 및 임차형 구매(Rent to Own) 거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본 기관의
정보지 What You Need to Know About Renting to Own and Contracts for Deed 를 참조하십시오.
주택 구입에 대한 도움과 정보를 얻으려면, 아래로 전화하십시오:

−
−

United Way 211 – 2-1-1 (주 전역) 또는 1-800-543-7709 으로 전화하십시오.
The Home Ownership Center - (651) 659-9336 (시내) 또는 1(866) 462-6466 (시외).

12. 더 적게 소비하십시오.
없어도 될 작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됩니다.
하루에 탄산음료 한 캔이면 1 년에 $300 가 넘을 수 있습니다. 점심은 사서
먹기 보다는 집에서 싸오십시오.
연장, 가전, 또는 운동 기구와 같이 더 비싼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친구 또는
친척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돈이 더 많아질 때까지는 그러한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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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산을 세우세요.
당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면 도움이 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몇 주 동안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이 영수증들을 소비 유형에 따라 (식료품, 주유, 공과금 등) 분류하십시오. 각
그룹을 합산하여,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파악하십시오.
예산표를 작성하십시오. 소비자 또는 주택 소유 상담원이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는 본 정보지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당신 스스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14. 당신의 소득세를 관리하십시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예컨대

Prepare and Prosper (www.prepareandprosper.org)에서 도움을

받아 세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내십시오.
급여 원천징수세액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내야할 것이 생긴 때에 그것을 지불함으로써 벌금, 이자,
및 소득과 재산의 몰수를 피하십시오. 당신이 모두 지불할 수 없다면 IRS 및/또는 주(state)와 함께 납부
계획을 지금 세우십시오.
IRS 가 당신이 내야한다고 말하는 바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Minnesota Legal Aid Tax Project 에서 무료로

612-334-5970 으로 전화하십시오.

기적의 결과를 제안하는 “세금 해결사” 광고를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는 법률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많은 돈을 요구하고 별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서는 법률 정보일 뿐, 법률적 조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본 자료서는 1 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업데이트 사항, 자료서 목록, 또는 다른 형식의 포맷에 대해서는 본 기관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 2019 Minnesota Legal Services Coalition.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and used for non-commercial pers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only. All other rights reserved. This notice must stay remain on all copies.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for commercial purposes are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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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예산
Monthly Budget

월 수입

기본 월간 지출
임차료 / 주택 납입금
난방
전기
전화
수도 / 쓰레기
주택 유지비 (청소, 수리)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12 개월로 나눈 금액)
자동차 유지비
자동차 등록비 (12 개월로 나눈 금액)
주유 / 주차
버스 및 기차 요금
자녀 양육비
보육비 / 베이비시터 비용
식품 / 식료품
학용품
의료비
채무 상환
세탁비
기타
기타
기본 지출 총액

신축성 지출
레스토랑/패스트푸드
맥주, 와인, 술
의류비
자녀 의류비
케이블 TV
선물
영화, 비디오
여흥비
헤어 컷, 미용
복권/ 빙고, 도박
담배
자선, 기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신축성 지출 총액

지출 총액
(앞장과 뒷장의 총액을 더하십시오)

당신의 월간 수입에서 지출 총액을 빼십시오. 지출 총액이 더 높으면, 당신은 보다 덜 소비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성 지출 리스트에 있는 지출을 줄여서, 예컨대 외식을 덜하거나 케이블 TV 를 중단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