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3 – 지출. 귀하의 모든 지출 범주를 열거하시요. 먼저 고정적 지출의 비용을 적어 넣으시오. 이러한 

것들은 고지서에 적혀있거나 매달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동적 범주의 각 항에 귀하가 얼마나 

지출했는지에 대한 추정액을 최선을 다해 적으십시오.  

계절에 따른 지출은 매년 보험료, 개학시 아이들의 옷구입, 또는 휴가철 선물구입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총지출을 12로 나누면 매달 평균 치가 얻어 집니다. 이 것을 귀하의 매달 예산에 고정지출로 포함시키 

십시오.     

예: 귀하는 매년 $800의 자동차 보험고지서를 받습니다. $800을 12로 나누면 $66.67이 됩니다. 이 것이 

귀하의 차 보험료의 고정지출입니다.   

귀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어떤 목표를 위해 저축하고자 원하면, 그 목표의 총 

비용을 잡아 그 것을 위해 귀하가 저축하고자 하는 달 수로 나누십시오. 그 것을 귀하의 예산에 고정 

지출로 포함시키십시요.  

예: 일년 반 안에 귀하는 세 컴프터를 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0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을 18로 

나누십시오. $55.56이 나옵니다. 그 것이 귀하의 목표를 위한 월 별 고정 저축비용입니다.  

저축 요령: 귀하는 계절적 비용과 저축목적에 필요한 금액을 소비용 구좌에서 분리된 저축구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매달 그렇게 하시면 돈이 쌓입니다. 귀하가 필요 할 때 그 것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단계 4 –계산을 하십시오  

귀하의 한 달 총 지출을 더하십시오.  이 것을 한 달 총 수입에서 제하십시오. 돈이 남나요? 아니면 번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셨나요?  

 

단계 5 – 귀하의 예산을 재편성하십시오  

만약 귀하의 지출이 소득보다 더 크면,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디에서 귀하가 소비를 줄일 

수 있나요? 어디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나요? 귀하가 저축 목표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계 1 – 준비. 귀하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모음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급여 전표  

 정부발행 수표의 전표나 직접 은행 입금 통지서  

 영수증   

 고지서  

 은행및 신용카드 구좌설명서   

 대출금 서류  

모듈 3 – 예산 짜기 과제 3-6 귀하 자신의 예산 짜기  

단계 2 - 수입. 한 달의 귀하의 모든 수입원을 열거하시오. 각각의 수입원에서 한 달애 얼마의 수입이 있나를 

기입하고 그 것들을 합하시오. 이 것이 귀하의 한 달 총 수입입니다. 

모듈 3 – 예산 짜기   

캐나다 재정교육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