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작 안내
금융 이해력 안내 – 메릴랜드
이민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 및 리소스

빠른빠른
시작
안내
시작
안내

이 안내서는 메릴랜드 숙련 이민자
태스크 포스(Maryland Skilled
Immigrant Task Force)에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의 기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노동부

자산, 저축 및 희망 만들기(Creating Assets, Savings

금융 이해력 안내 –
메릴랜드 이민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

and Hope)

The Jennings Business Group, LLC
금융서비스/보험

및 리소스
Montgomery County Office of
Community Partnerships

금융 이해력 안내 브로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https://dhs.maryland.gov/maryland-office-for-refugees-and-asylees/ 또는
https://www.labor.maryland.gov/employment/wdskilledimmigrantfinance.pdf

LATINO
ECONOMIC
DEVELOPMENT CENTER
개정일: 6/2020

금융 이해력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구성 요소를 말하는가
금융 이해력이란 “평생 재무적 웰빙을 위해 금융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양호

신용 이해하기
신용 점수란?
신용 점수는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여자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치입니다.
결제 이력 .......................................35%

850

300

대출 금액 .......................................30%

300-850

신용 이력 년수 ...............................15%
신규 신용 .......................................10%
사용하는 신용의 종류 ....................10%

FICO 점수는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신용카드에 사용됩니다.

금융 이해력을 갖추게 되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돈 관리의 의미:
예산(소득 대 지출)을 이해.
소득 이해
신용
보고서

거부됨

• 순소득
• 총소득
• 세금(주 및 연방)

승인됨
부채 위험

비용
• 임대료, 교통비, 식비, 유틸리티, 의료비 및 보험료와 같은 고정 비용

이자율

평가

• 의류, 오락과 같은 변동 비용,
• 가계 예산 작성 및 유지관리 - 샘플 예산 작업 시트

Myfico.com

FICO 점수에 관한 정보

저축과 은행 - 당좌 및 저축 계좌

Annualcreditreport.com

무료 종합 신용 보고서 소비자 금융 보호기관

• 당좌 계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표, ATM, 직불카드, 은행 및 온라인 뱅킹.

Consumerfinance.gov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 저축 계좌 또한 직불 카드나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ABA.com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FDIC.gov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CBA.org.............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NCUA.gov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https://www.mymoney.gov/Pages/default.aspx 및
재무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도구:
https://www.mymoney.gov/tools/Pages/tools.aspx

재무 정보 및 리소스
학자금 융자: 펠 그랜트 및 재정 원조(PELL GRANTS & FINANCIAL AIDS)
대학 학자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 메릴랜드 고등교육 위원회(Maryland Higher
Education Commission)
• https://mhec.state.md.us/preparing/Pages/FinancialAid/index.aspx
• https://www.affordablecollegesonline.org/financial-aid/financial-aid-for-on
line-colleges/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미스 장학금(Community College Promise
Scholarship) –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회
• https://mhec.state.md.us/preparing/Pages/FinancialAid/ProgramDescriptions/
prog_MDCommunityCollegePromiseScholarship.aspx
고등 교육 및 금융 원조 리소스(Higher Education and Financial Aid Resources) –
Maryland.gov
• https://www.maryland.gov/pages/education.aspx?view=Higher%20
Education%20and%20Financial%20Aid
학자금 융자 정보 – Cash Campaign of Maryland
• https://www.mdcashacademy.org/Resources_Student_Loans
연방 학자금 융자 - 교육부
• https://financialaidtoolkit.ed.gov/tk/
Federal Pell Grant 신청
• https://studentaid.gov/help-center/answers/article/federal-pell-grant-program
학자금 융자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https://www.consumerfinance.gov/consumer-tools/student-loans/
학자금 융자 선택 – Pueblo.Gop.gov – 고등교육을 위한 지불
• https://pueblo.gpo.gov/Publications/PuebloPubs.php?NavCode=XB&Sub
2ID=17&CatID=2&PHPSESSID=nqvudijurgbssj19ikj6m8t4q5

다른 유형의 대출 자동차 대출

실업
귀하가 실업자인 경우, 실업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격성과 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 http://www.labor.maryland.gov/employment/unemployment.shtml
메릴랜드 아메리칸 잡 센터(Maryland American Job Centers)에서는 구직자와
기업에게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무료). 구직자 서비스에는 경력 탐구 지원,
교육 프로그램 추천, 배치 서비스, 이력서 작성 지원이 포함되며, 구직 기술과 업무
준비를 향상시키는 워크샵이 있습니다.
• http://www.labor.maryland.gov/county/
또한 메릴랜드 워크포스 익스체인지(Maryland Workforce Exchange)를 활용하여 구직
및 셀프 서비스 옵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https://mwejobs.maryland.gov/vosnet/Default.aspx
임금 문제 - 만약 귀하가 직원이고 임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다음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http://www.labor.maryland.gov/labor/wagepay/wpremedies.shtml
미국 평등한 고용 기회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어떤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포함), 출신
국가, 연령(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적 정보를 이유로 지원자 또는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연방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 차별을 고소한 사람, 직원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차별도 불법입니다.
• https://www.eeoc.gov/eeoc/
• https://www.workplacefairness.org/aboutwf (메릴랜드에서)

세금

• 소비자 행동 내용

주택 구매/모기지
메릴랜드 모기지 프로그램 -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부
• https://mmp.maryland.gov/Pages/Homebuyer-Education-Classes.aspx
연방 주택 및 도심 개발 - 주택 구매
• https://www.hud.gov/topics/buying_a_home
• https://www.hud.gov/states/maryland

이민자, 난민 및 망명자에게 제공되는 소기업 융자 프로그램:

연방소득세란 - 미국 국세청(IRS)에서 개인, 법인, 신탁회사 및 기타 법적 기관의 연간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https://www.irs.gov/
주 및 지방세란 - 연방 정부 이외에도, 43개 주와 수 많은 지방 자치정부에서 주민들에게
개인소득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세 및 주세 납부 방법을 알고 해당 절차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리소스를 찾으십시오. - 무료 세금 신고 준비/리소스
• http://cashmd.org/free-tax-preparationresources/

ECDC 엔터프라이즈 개발 그룹
• https://www.entdevgroup.org/our-programs/
라티노 경제 개발 센터
• https://www.ledcmetro.org/
메릴랜드 소기업 개발 금융지원국 (MSBDFA)
• https://commerce.maryland.gov/fund/programs-for-businesses/msbdfa

근처에서 열리는 금융교육
강좌 및 리소스.
Allegany County ............... https://extension.umd.edu/allegany-county

사기

Anne Arundel County ....... https://extension.umd.edu/anne-arundel-county
Baltimore City ................... https://extension.umd.edu/baltimore-city
Baltimore County ............. https://extension.umd.edu/baltimore-county

신원도용
• 신원 (ID) 도용은 누군가 사기범죄를 저지르려고 개인 정보를 도용할 때
발생합니다. 신원도용범은 도용한 정보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세금을
신고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lvert County ................. https://extension.umd.edu/calvert-county
Caroline County ............... https://extension.umd.edu/caroline-county
Carroll County .................. https://extension.umd.edu/carroll-county
Cecil County ..................... https://extension.umd.edu/cecil-county

은행 스캠
• 은행 스캠은 은행 계좌에 대한 액세스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흔한 은행
스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다결제 스캠, 원하지 않는 수표 사기,
자동 인출, 피싱.

Charles County ................ https://extension.umd.edu/charles-county
Dorchester County ........... https://extension.umd.edu/dorchester-county
Frederick County .............. https://extension.umd.edu/frederick-county
Garrett County ................. https://extension.umd.edu/garrett-county

온라인 보안 및 안전
• 사기꾼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귀하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귀하를 속여서
돈을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페이데이 론(Payday Loans) – 금융 규정 - 페이데이 론은 단기의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대출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당 대출금의 지급이 대출인의 급여일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현금 선지급”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용이 높은 단기 대출로 인해 소비자가 대출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데이 론 - 금융 규정
• http://www.labor.maryland.gov/finance/consumers/paydayloans.shtml
금융 서비스 질의 및 불만 - 금융 규정
• 금융규정 커미셔너실(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Financial Regulation)은 주
정부 공인 은행, 주 정부 공인 신용조합, 주 정부 공인 신탁회사와 같은 메릴랜드
주에서 공인된 금융기관과 소비자 금융 기업, 모기지 대여회사, 모기지 브로커,
모기지, 서비스 업체, 모기지 대출 알선업체, 신용 보고서 기관, 소비자 부채 상환
기관, 부채 관리 회사, 수표 현금화 회사, 신용 서비스 기업, 자금 송금 업체를
포함한 주 정부 허가 금융 기관에 대한 주된 규제 기관입니다.

Harford County ................. https://extension.umd.edu/harford-county
Howard County ................ https://extension.umd.edu/howard-county
Kent County ..................... https://extension.umd.edu/kent-county
Montgomery County ......... https://extension.umd.edu/montgomery-county
Prince George’s ............... https://extension.umd.edu/prince-georges-county
Queen Anne’s .................. https://extension.umd.edu/queen-annes-county
St. Mary’s County ............. https://extension.umd.edu/st-marys-county
Somerset County ............. https://extension.umd.edu/somerset-county
Talbot County ................... https://extension.umd.edu/talbot-county
Washington County .......... https://extension.umd.edu/washington-county
Wicomico County ............. https://extension.umd.edu/wicomico-county
Worcester County ............ https://extension.umd.edu/worcester-county

• http://www.labor.maryland.gov/finance/consumers/frcomplaints.shtml
불공정한 사업 행위로부터 귀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사업
행위의 예에는 허위 수표 발행 또는 IRS 직원을 사칭하는 통화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기관에 연락하여 구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기나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구매한 경우 불만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업국
• https://www.bbb.org/consumer-complaints/file-a-complaint/get-started

자산, 저축 및 희망 만들기

CASH Campaign of Maryland에서는 볼티모어와
메릴랜드 전체적으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개인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발전을 장려합니다. CASH는 직접 서비스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운영, 조직 및 필드 역량 구축, 가족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 및 옹호 이니셔티브 주도를
통해 그 사명을 달성합니다.

• http://cashmd.org/
• CASA de Maryland – www.casademaryland.org
• Esperanza Center – www.catholiccharities-md.org/immigrants
• Foreign Born Information & Referral Network (FIRN) – www.firnonlin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