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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젊은 성인층을 위한 팁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간단 팁

자동차는 청소년이 하게 될 가장 큰 구매 중
하나입니다. 구입하는 자동차가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자동차인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이 안전하고 정당한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명심해야 할 간단 팁입니다.
• 예산을 살펴보고 선불 및 할부로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 결정하십시오. 보험, 주차, 가스, 통행료,
수리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잊지 마십시오.
• annualcreditreport.com에서 신용 평가서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십시오.
중요
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평가서에서 오류를 제거하면 신용 등급을
향상시키고 더 유리한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십시오. 이자율을
알면 여러 금융 기관의 대출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은행이나 신용 조합을 이용하면
일이 잘못될 때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전국
자동차 딜러 협회(NADA) 가이드, 자동차 정보
사이트 Edmunds, 자동차 전문지 Kelley Blue Book을
확인하여 구입하고 거래하려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을 알아보십시오.
중요 링크
NADA 가이드: nadaguides.com
Edmunds: edmunds.com
Kelley Blue Book: kbb.com
• 대리점의 면허 상태와 불만 접수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중고차 딜러는 소비자
보호국(DCA)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nyc.gov/consumers에서 온라인으로 면허 소지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화 311(NYC 외부 지역은
212-NEW-YORK)을 통해서도 기업의 면허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기업의 불만 접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지원
NYC 금융 지원 센터에서 전문적인 무료 금융 상담을 받으십시오. 상담사가 예산 작성,
신용 평가서 이해, 신용 등급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11에 전화하여 가까운
곳에서 약속을 정하거나 nyc.gov/consumers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신용 평가서의 무료 사본을 받아서 세심하게 검토하십시오.
annualcreditreport.com을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 1-877-322-8228을 이용하십시오.

기타 자원
DCA의 중고차 구입 가이드를 읽으면서 대리점에 갈 때 필요한 팁과 리콜된 자동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팁을 알아보십시오. nyc.gov/consumers를 방문하십시오.

젊은 성인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 팁 정보
젊은 성인층은 매일 소비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국(DCA)은 소비자 권리와
현재의 소비 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해 일련의 팁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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