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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본사항:

당신을위해투자를시작하십시오

투자는모든장기재무계획의중요한요소중
하나입니다.이전에 투자한 적이 없더라도 투자의
핵심 원칙(현명한 투자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시작 단계를 배우는
것은 쉽습니다. 이 가이드는 건전한 투자의 기초를
소개하고, 투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며,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왜투자를하나요?

절약은 중요합니다. 저축은 구매(예를 들어 새
가전제품을 사는 것) 및 재정적 비상 사태(집 또는
자동차 수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불리기 원한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이 가이드의 중점)을 구매하든,
부동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하던, 혹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던, 모든 것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투자한 항목이 성장함으로써 부를
쌓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은 돈은 일반적으로 저축 계좌의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기 때문에 구매력을
잃습니다. 반면, 주식과 채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매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기 저축과 달리 은퇴와 같은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위해 투자하는 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를 쌓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https://
www.schwab.com/how-to-invest/investing-basics#panel--text-29546)
연간 $3,000를 1% 이자율의 저축 계좌에 넣으면 20
년 후 이는 $67,083가 됩니다. 반면 같은 돈을
투자하고 6%의 상대적으로 적당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이는 20년 후 $140,407가 됩니다.

왜지금투자해야하나요?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수익(자본 이득, 배당금 및
이자, 아래 설명 참조)그리고 재투자(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음)할 경우 "복리"라고 하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https://
www.schwab.com/investing-principles) 마리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월 1일에 $3,000를
투자한 후 중단했습니다. 안나는 동일한 총금액(10년
동안 $30,000)을 투자했지만 2011년이 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동일한 수익을 얻었고 두
분 다 수입을 재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복리를 위한 추가 10년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말에
$134,544를 갖게 되었지만 아나의 소득은 $68,50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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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했습니다.

투자에서 시간은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가능한한 빨리입니다.

얼마나많이투자해야하나요?

필수 생활비, 비상 자금, 단기 저축 기여를 제외 후
여유가 있는 만큼 투자하는 것이 좋은 지침입니다.
또한 모기지 이외의 부채가 없어야 합니다. 일찍
시작한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유형

주식과 채권에서 혹은 금과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투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주식 및 채권(혹은 주식 및 채권을
포함하는 펀드)은 재정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하고
관리하기 쉬운 투자 유형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 입니다. 회사가 잘
되고 주식 가치가 오르면 지분을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자본 이득). 일부(전부가
아닌) 회사는 정기적으로(보통 분기별로) 회사
수입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채권은 IOU와 같은 채무 담보입니다.
차용자(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하는 자금(다리,
학교 등)을 마련합니다. 채권 발행인은 특정 날짜까지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뮤추얼펀드는 다양한 주식, 채권 또는 기타 투자
유형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포트폴리오(투자
모음)입니다. 모든 뮤추얼 펀드는 목표(예를 들어
성장 대 소득 창출)가 있어 투자 목표에 따라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여러분의 돈이
다양화(아래 내용 참조)라는 투자 범위로 분할되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ETF (Exchange-Traded Fund) 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매하는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뮤추얼 펀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뮤추얼 펀드와 달리 ETF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가격은 하루 종일 변동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시장 마감 후 일일 일회만 거래됩니다).
일반적으로 $500 미만의 돈과 계좌 개설
수수료만으로 ETF 주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투자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투자 목표에
따라 각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Investopedia.com에서 이러한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주식: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tock.asp

채권: https://www.investopedia.com/terms/b/bond.asp

뮤추얼펀드: https://www.investopedia.com/terms/m/
mutualfund.asp

ETF: https://www.investopedia.com/terms/e/etf.asp

위험관리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위험 역시 따릅니다.

돈을 잃는다는 생각은 무섭지만, 더 오래 투자(매수
후 보유)할수록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
www.investopedia.com/articles/investing/052216/4-benefits-holding-
stocks-long-term.asp). 그 이유는 주식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기복(변동성이라고 함)이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https://
www.fool.com/investing/how-to-invest/stocks/average-stock-market-
return/).

위험 허용 범위(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레벨)에
맞게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투자 위험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주는 우량주(유명하고 확고하며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회사의 주식)보다 더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채는 일반적으로
회사채보다 안전합니다. 이 지식을 사용하여 밤잠을
설칠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면서 가장 높은 잠재적
보상(성장 및 수익)을 제공하는 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이는 또 다른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화라고 하는 돈을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화는 하나의 투자가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이를
상쇄할 다른 투자가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합니다.
여러가지 주식, 채권 및/또는 기타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뮤추얼 펀드는 소액의 투자로도 다양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뮤추얼 펀드 유형에 투자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대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펀드, 미국
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국채를 보유하는 뮤추얼
펀드(또는 자산 범위) - 다양한 "자산 등급"이 경제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을 더욱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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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은 상승합니다.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자산
배분(각 자산 클래스에 투자된 총 투자 금액의
비율)은 귀하의 투자 목표, 위험 허용 범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유형과 그 펀드가
다른 유사 펀드에 비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내는
많은 뮤추얼 펀드 선택 도구(계정 소유자를 위한
중개인이 제공하는 도구 포함)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투자 제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서 요구하고 제출하는 펀드의 안내서
역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www.investor.gov/
introduction-investing/investing-basics/glossary/mutual-fund-
prospectus).

위험과 보상 및 다양한 투자의 상대적 위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위험허용범위결정및위험피라미드 (https://
www.investopedia.com/articles/basics/03/050203.asp)

초보자를위한자산할당, 다양화및재조정안내서 (https://
www.investor.gov/additional-resources/general-resources/publications-
research/info-sheets/beginners-guide-asset)

포트폴리오내자산할당이해 (https://www.fool.com/
investing/how-to-invest/what-to-invest-in/asset-allocation/)

투자비용관리

투자는 무료가 아니지만 수수료를 최소화하여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로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인/중개수수료:중개 회사(예: Charles Schwab,
Fidelity 또는 E*Trade) 또는 개별 투자 중개인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중개 업체는 일반적으로
거래(투자 구매 또는 판매)당 고정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일부 중개 업체 또는 중개인은 거래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투자하는 재무 기획자/상담사는 일반적으로 연간
관리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2%)을
청구합니다. 중개 회사는 계정 유지 관리 및 기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온라인 중개 계정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경우(중개인의 도움 없이)거래
수수료를 비롯한 많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용비율: 이는 펀드 운영을 위한 연간 비용
(투자자에게 전가됨)을 의미하며 뮤추얼 또는 상장
지수 펀드의 평균 순자산 비율로 표시됩니다.이 들은
포트폴리오 관리비, 행정비, 마케팅, 유통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모든 뮤추얼 펀드와 ETF는
주주들에게 비용 비율을 부과하며 그 금액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뮤추얼펀드로드: 이것은 일부 뮤추얼 펀드에서
주식을 사거나(선불) 매도(후불)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우수한 펀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은퇴계좌수수료: 401(k)와 같이 고용주가 후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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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계획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하거나 플랜 참여자에게 전달 혹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A Look at 401(k)
Plan Fees"(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bsa/about-
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publications/a-look-at-401k-plan-
fees.pdf).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계정 수수료와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중개업체를 선택하십시오. https://money.usnews.com/
investing/portfolio-management/articles/brokers-that-offer-commission-
free-trading 에서 검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와 ETF의 비용 비율을 비교하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하의 잔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낮은 많은 뮤추얼 펀드는
유사한 고비용 펀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냅니다.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
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092613/pay-attention-
your-funds-expense-ratio.asp.

■주식 매매 수수료) 부과하지 않는 펀드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
www.thebalancemoney.com/no-load-vs-load-funds-2466715.

■ 인덱스펀드를고려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 (https://www.investopedia.com/terms/i/indexfund.asp) 는
뉴욕 증권 거래소나 나스닥과 같이 주식 "인덱스"를
반영하는 펀드로서 수동적으로 관리되므로(개별
주식을 선택하기 위해 아무도 지불하지 않음) 다른
펀드보다 저렴합니다. 여러 종류의 인덱스 뮤추얼
펀드가 있으며 대부분의 ETF는 시장 인덱스를
추적합니다.

■ 로봇상담사를고려하십시오.투자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robo-advisor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nerdwallet.com/article/
investing/what-is-a-robo-advisor). 위험 허용 범위 및 투자
목표에 대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안한 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재조정하는
자동화된 서비스입니다 . 로봇 상담사는 기존
브로커보다 저렴하며 일부는 무료입니다.

https://www.consumerreports.org/bank-fines-fees/how-to-avoid-
investment-fees/ 에서 위의 팁과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세금감면

세금은 귀하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s://equitable.com/retirement/products/variable-annuities/
investment-edge-annuity/compare_taxable). 정통한 투자자는

세금 혜택 계정을 사용하고 세금 효율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세금을 지연하거나 회피합니다 (https://
www.schwab.com/learn/story/tax-efficient-investing-why-is-it-
important).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투자 수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 및/또는
배당금으로 받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소득세율(2022년 10%에서 37% 사이).

■ 귀하(또는 귀하가 투자한 펀드)는 구매 가격(자본
이득)보다 높은 가격에 투자를 판매한 경우. 단기
자본 이득은 1년 이하의 투자에 대한 이익입니다.
이러한 이득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장기 자본 이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이익입니다. 장기 자본 이득
세율(2022년에는 0%, 15% 또는 20%)은 일반적으로
일반 소득세율 (10%에서 37% 사이 )보다 낮습니다.
(참고로 배당금과 자본 이득을 자동으로
재투자한다고 해서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금을 관리하는 가장 인기 있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세전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세금 우대
계좌(예: 고용주가 후원하는 401(k) 이나 전통
IRA[개인 퇴직 계좌])또는 세후 기여금이 면세로
증가할 수 있는 계정(예: Roth IRA) 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투자 계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최고의은퇴계획: 귀하에게적합한계정선택 (https://
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best-retirement-plans-for-you)

부를쌓기위한 9가지최고의세금혜택투자및계정
(https://youngandtheinvested.com/tax-advantaged-investments/)

일부 투자자는 의도적으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투자(예를 들어 수익 대신 성장에 초점을 맞춘
주식 또는 주식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여 세금을
관리합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가치가 상승한 투자를 판매하는 것을
피합니다.

자동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채권에 보장된 이자는 연방 세금이
면제되며 주 또는 지방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채와 같은 세금 효율적인 투자는
과세 계정에 넣고, 세금 부담이 더 큰 투자는
즉각적인 세금 청구서가 없는 세금 우대 계정에 넣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산 배분을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publications/a-look-at-401k-plan-fees.pdf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publications/a-look-at-401k-plan-fees.pdf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bsa/about-ebsa/our-activities/resource-center/publications/a-look-at-401k-plan-fees.pdf
https://money.usnews.com/investing/portfolio-management/articles/brokers-that-offer-commission-free-trading
https://money.usnews.com/investing/portfolio-management/articles/brokers-that-offer-commission-free-trading
https://money.usnews.com/investing/portfolio-management/articles/brokers-that-offer-commission-free-trading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092613/pay-attention-your-funds-expense-ratio.asp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092613/pay-attention-your-funds-expense-ratio.asp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092613/pay-attention-your-funds-expense-ratio.asp
https://www.thebalancemoney.com/no-load-vs-load-funds-2466715
https://www.thebalancemoney.com/no-load-vs-load-funds-2466715
https://www.investopedia.com/terms/i/indexfund.asp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what-is-a-robo-advisor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what-is-a-robo-advisor
https://www.consumerreports.org/bank-fines-fees/how-to-avoid-investment-fees/
https://www.consumerreports.org/bank-fines-fees/how-to-avoid-investment-fees/
https://equitable.com/retirement/products/variable-annuities/investment-edge-annuity/compare_taxable
https://equitable.com/retirement/products/variable-annuities/investment-edge-annuity/compare_taxable
https://www.schwab.com/learn/story/tax-efficient-investing-why-is-it-important
https://www.schwab.com/learn/story/tax-efficient-investing-why-is-it-important
https://www.schwab.com/learn/story/tax-efficient-investing-why-is-it-important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best-retirement-plans-for-you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best-retirement-plans-for-you
https://youngandtheinvested.com/tax-advantaged-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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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하기 위해 투자를 매각하려는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 계정에서 매각하면 성과가 좋은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자본 이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tax-efficient-
investing) 및 여기(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stocks/
11/intro-tax-efficient-investing.asp)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모든 세금 관련된 것들이 그렇듯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TurboTax 웹사이트(https://
turbotax.intuit.com/tax-tips/investments-and-taxes/do-you-pay-taxes-
on-investments-what-you-need-to-know/L8mOQiKM8)에서
투자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시작하기

투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를개설하세요.귀하의 고용주가 401(k) 또는 이와
유사한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 특히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의 기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일치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팁: 적어도 전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기부하세요. 고용주가 퇴직 계획을 제공하지 않거나
퇴직 또는 비퇴직 목표를 위해 추가 자금을
저축하려는 경우 IRA 및/또는 증권사의 과세 대상
투자 계정을 고려하십시요. 여기에서 중개 계좌
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
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what-is-how-to-open-brokerage-
account), 여기(https://money.usnews.com/investing/investing-101/
articles/how-to-open-your-first-brokerage-account), 여기(https://

www.investopedia.com/how-to-open-an-online-brokerage-
account-4588908) 및 여기(https://www.finra.org/investors/
investing/investment-accounts/brokerage-accounts).

귀하의계정에자금을조달하십시오.직장을 통해 은퇴
계획에 투자하는 경우 급여에서 공제된 일정 금액이
은퇴 계획 투자 계좌에 조달됩니다. 다른(비직장)
계좌의 경우 초기 입금을 하고 월간 투자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 계좌를 중개 계좌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수표를 입금하거나 전신 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옵션을 알아보고
중개업자로부터 지침을 받으십시오 (참고로 일부
중개 업체에서는 보증금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투자하려면 계좌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선택하십시오.고용주가 후원하는 은퇴 계획에
투자하든 스스로 투자하든, 수수료, 최소 필수 투자,
성과 이력, 펀드 목표 및 보유액, 유사한 투자와
비교한 위험 및 성과 등을 기반으로하여 투자 옵션을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최고의뮤추얼펀드를선택하는방법 (https://
www.investopedia.com/investing/how-pick-best-mutual-fund/)

최고의 ETF를선택하는방법 (https://www.investopedia.com/
articles/exchangetradedfunds/08/etf-choose-best.asp)

주식선택방법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basics/
11/how-to-pick-a-stock.asp)

주식평가 (https://www.finra.org/investors/learn-to-invest/types-
investments/stocks/evaluating-stocks)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tax-efficient-investing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tax-efficient-investing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stocks/11/intro-tax-efficient-investing.asp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stocks/11/intro-tax-efficient-investing.asp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investments-and-taxes/do-you-pay-taxes-on-investments-what-you-need-to-know/L8mOQiKM8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investments-and-taxes/do-you-pay-taxes-on-investments-what-you-need-to-know/L8mOQiKM8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investments-and-taxes/do-you-pay-taxes-on-investments-what-you-need-to-know/L8mOQiKM8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what-is-how-to-open-brokerage-account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what-is-how-to-open-brokerage-account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what-is-how-to-open-brokerage-account
https://money.usnews.com/investing/investing-101/articles/how-to-open-your-first-brokerage-account
https://money.usnews.com/investing/investing-101/articles/how-to-open-your-first-brokerage-account
https://www.investopedia.com/how-to-open-an-online-brokerage-account-4588908
https://www.investopedia.com/how-to-open-an-online-brokerage-account-4588908
https://www.investopedia.com/how-to-open-an-online-brokerage-account-4588908
https://www.finra.org/investors/investing/investment-accounts/brokerage-accounts
https://www.finra.org/investors/investing/investment-accounts/brokerage-accounts
https://www.investopedia.com/investing/how-pick-best-mutual-fund/
https://www.investopedia.com/investing/how-pick-best-mutual-fund/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exchangetradedfunds/08/etf-choose-best.asp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exchangetradedfunds/08/etf-choose-best.asp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basics/11/how-to-pick-a-stock.asp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basics/11/how-to-pick-a-stock.asp
https://www.finra.org/investors/learn-to-invest/types-investments/stocks/evaluating-stocks
https://www.finra.org/investors/learn-to-invest/types-investments/stocks/evaluating-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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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에적절한채권찾기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
bonds/08/bond-choice.asp)

투자상품: 채권 (https://www.finra.org/investors/investing/
investment-products/bonds)

FINRA 펀드분석기사용 (https://www.finra.org/investors/tools-
and-calculators/using-finra-fund-analyzer)

펀드비주얼라이저 (https://www.fundvisualizer.com/getting-
started/mutual-funds/mutual-fund-screener/)

일반적으로 개별 주식은 펀드보다 위험하고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 전 뮤추얼 펀드 및/또는 ETF에 견고한
투자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투자를자동화하십시오. 401(k)(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에 참여하는 경우 급여 공제를 통해 즉시
자동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 자동 입금(급여를
여러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옵션인지 확인하려면
고용주에게 확인) 또는 반복적인 은행 송금(은행 및/
또는 중개 업체에 확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수동으로 투자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펀드에 자동 투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및 지침에 대한 계정이 있는 중개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이자, 배당금 또는 자본 이득 분배가 자동으로
재투자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모니터링하고재조정하십시오. 원하는
자산 배분(각 자산 클래스에 투자한 돈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투자를 매매해야 합니다.
투자의 "가중치(시장 가치)”는 개별 투자 성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
프로필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투자 목표가
변경되거나 시간대가 변경되는 경우(예: 은퇴가
임박한 경우)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리밸런싱 은 수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재정
상담사나 로봇 상담사가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
www.investopedia.com/terms/r/rebalancing.asp. (균형 펀드 및
목표 날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원하는 자산 조합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https://investor.vanguard.com/
investor-resources-education/mutual-funds/what-are-multi-asset-
balanced-funds.)

이 가이드 끝에 있는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투자도움받기

개별 주식보다는 뮤추얼 펀드 및 ETF, 특히 인덱스

펀드 또는 타겟 데이트 펀드 (https://www.investor.gov/
introduction-investing/investing-basics/glossary/target-date-fund)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온라인 펀드 비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고 스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시작,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usinessinsider.com/
most-people-dont-need-to-pay-someone-to-manage-
investments-2016-8).

전문적인 투자 안내가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개인이
하는 투자 상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https://
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getting-started/working-
investment-professional). 상담사를 찾을 때 고려할 사항들:

■원하는 지원 유형으로 검색 범위를 좁혀야합니다.
1년에 한 두번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자산 재조정
방법을 조언하며 특정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투자를
선택, 구매 및 판매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forbes.com/advisor/investing/how-to-
choose-a-financial-advisor/.

■변호사, 세무사 또는 은행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자격 증명 및 징계 기록을 확인하십시오.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면 재무 상담사 또는 중개인의 자격
증명 (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general-
resources/news-alerts/alerts-bulletins/investor-bulletins/updated-0) 을
확인하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SEC 조치 대상인지를
알아보십시요 (https://www.sec.gov/litigations/sec-action-look-
up). 금융 전문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
background-check-financial-pro.

■인터뷰시 질문해야 할 사항들 (https://
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10-questions-ask-financial-
advisor): 당신은 수탁자입니까 (https://
www.consumerfinance.gov/ask-cfpb/what-is-a-fiduciary-en-1769/),
어떻게 지급받나요 (https://smartasset.com/financial-
advisor/how-do-financial-advisors-make-money)?

투자 조언을 받고 싶지만 일대일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나 커미션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경우
(상담사에게 지불하는 돈은 투자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없는 돈임을 기억 하십시오),로봇
상담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l.com/the-
ascent/buying-stocks/best-robo-advisors-beginners/).

특정 투자나 세금 전략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계좌
개설, 거래 실행, 자금 이체 등과 같은 것에 관련된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 회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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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퇴직 계획 관리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지

매 년 수 천명의 사람들이 투자 사기로 돈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투자 사기의 경고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험 법칙을
따르십시오:

■ 원치 않는 투자 제안을 무시하십시오.

■ 보장된 높은 수익에 대한 약속, 돈을 잃지
않는다는 보장 또는 "독점적인" 또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투자 기회라는 주장을 믿지 마십시오.

■ 투자 제안을 듣는 대가로 무료 세미나, 식사 또는
선물 제안을 거절하십시오.

■ 압력을 받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 투자 트렌드를 따르지 마십시오. 긴 실적 기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암호 화폐 (https://oag.ca.gov/news/
press-releases/attorney-general-bonta-provides-guidance-californians-
considering-investing) 와 같은 최신 투자 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techtarget.com/whatis/feature/

Common-cryptocurrency-scams).

■ 자격 증명을 확인하십시오. BrokerCheck (https://
brokercheck.finra.org) 를 사용하여 브로커의 자격, 등록,
고용 이력, 징계 행사 등을 검토하십시오. 또한 그
사람이 귀하의 주 (https://www.nasaa.org/contact-your-
regulator/)에서 증권 판매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서를 받으세요. 주식, 뮤추얼 펀드 및 ETF는
일반적으로 사업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에는
모집 회람(채권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법적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EDGAR (https://
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getting-started/researching-
investments/using-edgar-research-investments) 를 검색하여 회사
재무제표를 받고 많은 투자 상품을 확인하십시오.

■ 투자 또는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정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조언자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여기에서 특정 유형의 투자 사기에 대해 알아보세요:
https://www.investor.gov/protect-your-investments/fraud/types-fraud.

투자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거나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SEC (https://
www.sec.gov), FINRA (https://www.finra.org/investors#/) 또는
주 증권 규제 기관 (https://www.nasaa.org) 사기를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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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알아보기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투자소개 (https://www.investor.gov/introduction-investing)

투자시작방법: 초보자를위한가이드 (https://
www.nerdwallet.com/article/investing/how-to-start-investing)

2022년에투자를시작하는방법(https://www.bankrate.com/
investing/how-to-start-investing/ )

투자방법: 필수가이드 (https://www.getrichslowly.org/how-to-
invest/)

초심자투자자를위한 5가지팁 (https://www.kiplinger.com/
article/investing/t023-c006-s003-investment-advice-for-beginners.html)

투자기본사항: FAQ (https://www.schwab.com/how-to-invest/
investing-basics)

투자기본사항: 채권, 주식, 뮤추얼펀드및 ETF (https://
finred.usalearning.gov/Saving/StocksBondsMutualFunds)

투자기본사항 (https://www.navyfederal.org/makingcents/
investing/investing-bas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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