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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각부터 바꾸자

1.당신은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2.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3.7억은 기적이 아니다

4.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

5.당신에게 돈이란 정말 무엇인가?

7년 안 경제적 완전한 자유/실전 가이드

6.빚에서 벗어나자

7.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하나

8.저축으로 자신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9.이자의 이자가 기적을 부른다

10.주식은 돈을 불리는 지름길이다

11.펀드, 남이 내 돈을 불려준다

12.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경제적 에어백을 마련하라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라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보도새퍼

재정 담당

전략

일정한 비율의 돈을 저축한다. 1

저축한 돈을 투자한다 2

수입이 늘어난다 3

그렇게 늘어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축한다. 4

결심만으로 부자가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

돈관리

자신을 컨트롤

토마스 스탠리

꿈꿈꿈꿈

가치가치가치가치

목표목표목표목표

전략전략전략전략

12년간 부자들의 삶 연구12년간 부자들의 삶 연구12년간 부자들의 삶 연구12년간 부자들의 삶 연구

주립대학

당신에게 무한정 시간과 돈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구체화

당신을 원하는 것

성취할 지식과 능력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책임은 나에게 있다

RESPONSE ability

노련하게 대답하는 능력

잘 응답할 수 있다는 뜻

실수와 그 결과에 권한을 주지 말라

7습관의 관심원/영향원7습관의 관심원/영향원7습관의 관심원/영향원7습관의 관심원/영향원

남탓으로 돌리지 말자

책읽기

자신만의 성공일지

세미나 참석하기

모범찾기

용기

take a risk
모든 계획에는 위험과 그 대가가 있다.

모든 일을 신속히 처리하라

행운의 구성요소

자금확보

기회를 알아본다

빨리 결정하고 곧장 실행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목표를 쉽게 포기한다.
꼭부자가 되려는 생각도 없다.

끝까지 참아내지 못한다

110%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좋은 코치가 없다

 자신의 약점에 몰두

백만원 비상금을 들고 다녀라. 10만원 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니고 있음 ^^"

당신은 당신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일자릴 잡을기간

월 최소비용

첫 목표를 작게 설정하면 그만큼 빨리 도착

더적은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 더 많이 저축

예산안

실제 한달 경비 적기

지출목표액적고

줄일것은 줄이기

핵심핵심핵심핵심

더 벌것인가?

덜 쓸 것인가?

조화

돈을 안전하게 보관돈을 안전하게 보관돈을 안전하게 보관돈을 안전하게 보관

자금소요 체크

소망리스트

부동산 120분할

나머지 50분할

절대안전 투자전략

40-40-20

목표가 정해지면 절반은 이룬 것이다.

목표는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목표는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도록 한다.

목표가 있는 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항상 예측

cost average effectcost average effectcost average effectcost average effect

각 나라별 평균 급여

독일인 한사람의 급여로 중국인 100명에게 일 시킬 수있다

주식투자

돈을 벌려면 높은 수익률을 노려라

신문기사무시

골짜기는 언제나 있다

불필요한 매매수수료를 피하라

손익계산을 너무 자주하지 말라

규칙적으로 매수하고, 좋은시점에 집착하지 말라

고성장 시장에 투자하라

목표를 최소5년 목표액에 도달하면 팔아라

위험분산을 잊지 말것

백만원

5년후

10년후

15년후

20년후

25년후

85

73

63

54

50

java하는 사람의 급여를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건데 ^^;

투자

안전성

편리성

유동성

수익률

세금

강점드러내기

권리대신 의무를 생각

여덟시간 대가를 받으면 열시간 일하라

일을 빨리하라

계속 공부하라

전문가가 돼라

문제속으로 뛰어들라7번인내게 딱 맞는 말

업무능력

자질

에너지

자기가치

인지도100

아이디어

10

10

10

10

수입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저축을 포기하는 이유

목표가 너무 크다

남는 돈으로 저축하려고 한다

황금을 낳는 거위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복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방법복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방법복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방법복리를 간단하게 계산하는방법72/이자율=자본이 두배가 되는데 걸리는 횟수

스토리 텔링

10가지 규칙

증시는 호황과 불황의 반복

큰이익을 보려면 돈을 최소 2-5년 묻어둘

다섯가지 이상의 다양한 주식

주식을 처분한뒤 수익과 손해를 말하라

수익은 주가상승과 배당금에서 나온다.

주가 폭락도 좋은 면이 있다

사람들 말을 절대 듣지 말라

올바른 타이밍과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

빚으로 투자하지 말것

주식은 항상 현금을 이겼고, 앞으로도 이긴다인플레이션

주가상승률주가상승률주가상승률주가상승률경제성장률x 3내지5 = 주가상승률

매달 일정 금액 투자

조커와 클레버

cost average effect

인생의 영역

건강

돈

인간관계

감정

인생의 의미

조화조화조화조화

수프에 소금치기

DO

자가진단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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