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5 - 저축

교제 5-1

저축 목표선정
목표설정 단계:

1. 중기( 올해)나 장기(한 해 이상)의 몇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의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귀하의
목표를 논의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합니다
2.

비용에 대해 알아 봅니다.

3.

귀하가 목표를 언제 달성하고자 하는지 결정합니다. 그 것이 귀하의 시간틀입니다

4.

귀하가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알아 봅니다. 아래 도표를 사용하십시오. .

5.

‘현실 점검’을 하십시오. 이 만한 돈을 저축하실 수 있습니까?

6.

필요하면 조절을 하십시오. 저축기간을 늘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월별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또한 귀하는 어느 목표가 귀하에게 더
중요한가를 결정하여 먼저 그 것을 위해 절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귀하의 목표를 위하여 저축 구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우선 귀하자신을

위해 지불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8.
9.

귀하의 목표를 위해 저축하는 것에대한 개인적인 서약을 작성하십시오.
귀하의 목표을 위해 저축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문제들을 적고 귀하가 어떻게 그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다음 도표를 이용하십시오.

1.
목표
비용
시간틀
월별 저축
2.
Do a ‘reality check’. Can you afford to save this amount?
3. Make adjustments if you need to. You may need to increase your savings time frame.
Or, look for ways to decrease your monthly expenses or increase your income. You might
also have to decide which goal is more important to you and plan to save for that first.
4. Set up an automatic transfer to a savings account for your goal. Remember, pay
yourself first!
5.
Write down your personal commitment toward saving for your goal.
6. Think about what might get in the way of saving for your goal. Use the chart to write
down the possible problems and how you might solve them.
필요한 월별 총 저축

나의 개인적인 서약 :
나는 내 목표를 위해 매달 $_________________ 를 저축할 것이다.
무엇이 저축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가?

가능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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