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COME

Being paid to do the job I make money by outsourcing (programming or design).

Funding

Private funding Crowd sourcing : use other people!

Corporate funding Who interested in my blog!

Public funding Investment from government!

Selling advertising

Using Facebook ad!

EXPENDITURE

People wages I will hire graphic designer, composer for music and programmer.              
I have to give wages them.

Equipment To capture photograph and scan them, I need a camera.                            
Also I need a computer to edit them. (And… maybe I need more?)

Licences Many images and music which are include my blog, I have to pay.

Insurance To prevent unexpected accident, I and my company need insurance.

Materials I need materials such as paper, USB, hard drives, etc…

Royalty fee When I use copyrighted works, I must pay to them.

Software If I edit photograph or video, I need software.                                               
Of course there are some free software, but we need formal software.

Travel To more various information in my blog, I will trip a lot.                               
This expenditure is used such as transportation costs, etc.

Emergency fund There are some kind of disaster, disease, and accident.                                
To prepare them, I have to reserve money for special use.



목표  저축액
사용법: 이 시트는 사용자가 매월 저축하려는 금액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연도 수 안에 저축액 목
표를 달성하려면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를 계산합니다.저축액 계산표 표에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결과 
표에서 사용자의 총 저축액과 사용자가 매월 더 또는 덜 저축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액  계산표

현재 저축액 저축할 수 있는 연도 수 연간 수익률(APY) 월별 저축액

₩1,000 5 5.00% ₩150

결과

총 저축액 월별 저축액

계획 ₩11,508 ₩150

덜 기부 ₩8,952 ₩113

더 많이 기부 ₩14,06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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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덜 기부 더 많이 기부



시간  목표
사용법: 이 시트는 사용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기반으로 저축액 목표를 달성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지를 계산합니다.저축액 계산표 표에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결과 표에서 사용자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매월 얼마를 더 또는 덜 절약해야 할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가 저축해야 하는 연
도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축액  계산표

현재 저축액 월별 저축액 연간 수익률(APY) 목표 저축액

₩1,000 ₩165 5.00% ₩10,000

결과

저축할 연도 수 월별 저축액

계획 4 ₩165

덜 기부 5 ₩128

더 많이 기부 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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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덜 기부 더 많이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