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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이미지 광고 효과
캐나다경제신문 제호 옆
광고문의 416-88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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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Open 한다구요?
장비구입 걱정 끝!!
중고 장비 구입으로
수천~수만 달러 절약
GTA Restaurant Equipment

냉동장비, 식당, 워킹쿨러
스토어, 커피샵 , 스시

전화 : 416-750-4440 / 750-1175
주소: 2828 Dundas St. W. Toronto

압류 주택을 통해
돈 버는 방법
(이영묵 연구원, 캐나다경제연구소)
주택 압류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모기지를 제때 내
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
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집주인이 실업자가 됐다던
지, 이혼, 건강문제, 정신적
질환, 어려운 가정형편 등
이 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이나

모기지를 낼 수 없거나 아
니면 모기지에 관련된 사
항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주택 압류가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대출 금융기관
이 주택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 금융
기관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주택 압류가 최종적으로
▶<28면에 계속>

비즈니스 오픈을
준비하십니까?
☞ "업종별 줄광고(p24-25)"를 보세요.
비즈니스 오픈에 도움을 줄 업체들이 있습니다.

RE/MAX Hallmark Realty Ltd. Realtor

박혜자
Heather Park
(B) 416-494-7653
(C) 416-271-4285
(Toll Free) 1-877-709-9849
hpark@trebnet.com
Good Deal = Heather Park

▲”투자의 종류는 많지만 그 모든 투자는 금융으로 통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분산투자)를 항상 기억하
라”고 조언하는 재정투자, 보험전문가 김경태 박사. 그는 이 분야에서 12개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모든 투자는
금융으로 통한다”
- 재정투자.보험전문가 김경태 박사(CLU, FCSI, FMA, CFP, Ph, D)
이번에 재정투자상담가
김 경 태 씨 ( 사 진. Argosy
Securities 소속)가 생명
보험 분야의 최고 전문자
격 증 (designation) 이 라
할
수
있 는
CLU
(Chartered
Life
Underwriter) 를 취 득 했
다. 김씨는 이전에도 재정
투자분야의 최고 자격증

(designation)인 FCSI를
취득한 바 있어, 이제 금
융분야의 양대 최고 데지
그네이션을 갖게 된 셈.
이 둘을 모두 가진 사람
은 캐 나 다 내에 서 10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어려움의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캐나
다 금융산업종사자 70여

만명 중 재정상담가 10여
만명 그리고 CFP는 2만
여명 정도가 있다). 다음
은 김씨와의 일문일답이
다.
이 designation이란 것
이 무엇인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부동산

ATM + POS

ATM과 POS는 Touch Cash와..
TouchCash는 Chungho Canada의 자회사입니다.

Tel: (905)513-8843, 1-866-391-3950 Fax: (905)513-6413
820 Denison St. Suite #3, Markham, ON, L3R 5M9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부동
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
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다. 보험을 포함하
는 금융업 종사자들에게도
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뮤
추얼펀드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22면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