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0..적을수록 관리가 어렵습니다. 펀드,주식은 사치일까요? 10만원이라도 넣어보세요.
(하나금융펀드 이벤트)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에서 일하는 28살 직장인입니다.
하나금융투자 펀드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공직 초봉 1호봉 월급 200도 안되는 돈을 받고..
관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우연히 자산관리법인 이벤트로 '윤혜원'씨를 만나
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 200.. 생활비 100에 이것저것 공과금..적금..내고 나면 말그대로 매달
탕진이었습니다.월급이 많으면 쓰는 돈 대비 저금률이 높아 통장에 쌓이는 맛
이라도 있는데..
웬걸..쌓이는 맛이 없고 티끌모아 티끌이더군요
그러다가 자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혜원씨의 재무설계를 받고 나
니 적금 50, 펀드 30, 연금 25, 청약 10, 보험 25, 주식(추가수당) , cma 통
장(추가수당, 떡값), 공제회 등등 매달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관리하다 보니
어느새 차도 사고, 집 대출금도 내고, 다쳐도 든든한 보험이 있기에 제 200인
월급도 쓸만한 돈이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산관리를 하는 도중 cma에 제법 돈이 생기면서 주식과 펀드에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직장이고, 맘 같아선 100만원씩 넣고 싶지만 월 10만원밖에 못넣
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주식보다는 펀드가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주식과 펀드에 대해 차이점도 몰랐지만, 펀드는 여러개의 주식을 모은 상품이고, 하나가 낮아
져도 다른 하나가 오르게 되는 나름 안정성이 보장된 상품이라는 소리를 듣고
국내 펀드보다는 해외시장이 더 안전할 것같아 추천해주는 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상품이 AB그로스였습니다.
월 10만원 자유적립식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24.23%로 2달만에 든 펀드는 밑으로 밑으로..떨어졌습니다.
저의 불안함을 어찌알고 혜원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더 매수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한 달 뒤...

-3.7%로 회복하는 AB그로스 펀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원씨랑 상담하면서, 승진기념으로 펀드 하나를 추가로 들게 되었습니
다.

AB그로스 펀드를 2020년 2월에 시작했고, 3~4월에 코로나가 터지
면서 추가 매수를 한 결과 6월이 되었을 때,
AB그로스는 15.28%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비상금 대용으로 CMA 통장은 잔액이 줄었네요...ㅎ)

+15.28%, +3.95%로 수익률이 점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금액이 적어 이자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맛을 느껴보고 싶어 부분환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해야하는 지도 이 때 배우게 되어 참 좋은 과정이었습니
다. (혜원씨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마워요....)

현재 7월..

AB 그로스는 최소좌수만 남겨두고 부분환매를 하였고,
새로 시작한 하나UBS가 1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2달밖에 안되어 평가금액이 적네요..^^(다 털어넣을걸..)
8월 초가 시작된 지금, 저는 3개의 펀드를 가지고 쏠쏠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펀드 후기이지만 펀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기에
혜원씨에게 받는 자산관리 결과와 또 실시간, 현재 이슈된 상황을 매번
카톡으로 꼼꼼히 관리해주시는 혜원 설계사님의 자산관리를 보여드릴게
요

작년 12월 말 처음 시작한 자산관리에서는 비용+현금밖에 없었던 제 그
래프가 형형색색 이쁘게 바뀌었어요! 자산관리 너무 좋아요..

실시간 이슈 매번 카톡 보내주시는 친절한 혜원씨

마지막으로...
월급이 적을수록 정말 관리하기 힘들더군요..
이전 회사에서는 써도 남아서 그냥 놔두기만 해도 돈이 모아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200정도 받으니 월급이 모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느낌이었
어요.. 혜원씨 자산관리 덕분에 월급 200버는 저 1년만에 천만원 넘게
모았습니다!! 저..주린이...주식도 시작했어요^0^
결과적으로 자금이 많아야 그만큼 수익도 높겠지만
저는 1년마다 매달 10만원씩 자유적립을 추가함으로
10년 뒤 중장기를 내다볼 생각입니다. 펀드는 그 맛에 하는 거니까요.
대박보단, 용돈 벌이로 하기에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꽤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혼자하시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상담받으셔서 자산에 맞는 상
품 고르시길 바랄게요^^(덧붙여 운도 따르길 바랍니다!)
PS. 혜원씨 영원히 함께해줘요..약속했어요...
혜원씨 저의 지인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아는 지인만 해도 벌써 6명정도 혜원씨 관리를 받고 있는 듯해요!
여담이지만..
저의 가족 4명의 보험 증권이 혜원씨의 회사 팩스로 들어갈 때... 수십장
이 쏟아졌을 때 다들 놀랬죠...? 저 혼자 보험만 해도 30만원이 넘게 냈
었는데 거의 같은 조건으로 25까지 줄여주셔서 그돈으로 펀드 하나 들
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저 진짜 월급 코딱지만하다고 어떡하냐고 떼쓰는게 어제 같았는데, 혜원
씨 덕분에 통장 계좌가 여러개 생기고, 고정지출 변동지출 잘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월급은 더 오를거고, 자산이 더 축적되면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
로 펀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하는 것보단 관리해주시고,
CMA통장 몰래 빼면 혼내주시고 ㅋㅋ 전문적으로 관리해주시니 든든하
고 안심됩니다.

KH자산관리법인 양혜원 설계사님 저만 알고 싶지만...좋은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니는 우리 혜원씨 건강해요 항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