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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ay, Mr. Kim, my friend’s father, told me the 

secret of money. “The real secret of money is to 
비 밀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ssets and liabilities 
자 산 d e b t s ( 부 채 )

and to try to increase your assets.” 
p r o p e r t y

When I heard this, I thought / he was making a joke 

because this seemed too plain! “The rich try to 
평 범 한

acquire assets,” he continued, “but the poor tend to 
o b t a i n

increase their liabilities because they take liabilities 
부 채 부 채

for assets.” 
자 산

• tend to do = be likely to do, be apt to do, be inclined 

to do, be liable to do

I asked him, “Do you mean / all we need to know to 

become rich is  to understand what assets are?” 
are(X) t h a t ( X )

He nodded saying, “Yes, it’s that simple.”  “But if it’s 

so simple, how come not everyone is rich?” I asked 

him again. 

• how come S+ V = why S + V

• how come you’re late?

He continued smiling at me, “It is because many 
w h y ( X )

people do not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n asset 

and a liability.

번역

어느날 , 내 친구의 아버지인 김씨 아저씨께서 돈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돈의 진짜 비밀은 자

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해 알고 자산을 늘리려고 노

력하는데 있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었기에 나

는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자들은 

자산을 얻으려 노력하지, 그가 계속 말했다. “하지

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자산으로 잘못알고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려고 하는 경향

이 있단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자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래, 그렇게 간단한 일이란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거죠?” 내

가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웃으면 계속 말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자

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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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tudent, you may not have lots of assets, but 

it’s important not to confuse assets with liabilities 
d e b t s

so that you won’t increase your liabilities.” 

• lots of = a lot of = plenty of

Then he moved on with the explanation about the 
그리고 나서

secret of money. To begin with, what is an asset? 

Simply speaking, an asset is anything that puts 

more money into your pocket on a regular basis. 
일 정 하 게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an asset was a bit 
정 의

different / because people regarded an asset as 

anything that could be turned into money. 

Let me give you an example. Look around your 

room. Is there anything that has some money 

value?

Probably you have more than you think: a 

computer, TV, a cell phone, and so on. However, 

here’s the catch.  Although you may believe 
문 제 점 D e s p i t e ( X )

anything of some value can be an asset, it is actually 

not an asset as long as it belongs to you. 
~ 의 것 이 다

Why is that? It is because it does not add any 

money to your pocket until you sell it and get some 

cash in your hand. 

번역

아마도 너는 학생이니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자산과 부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단다. 그러면 너는 부채를 늘리지 않게 될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돈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자산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

면, 자산이란 당신의 주머니로 돈이 일정하게 들어

오는 것을 뜻한다. (자산의 의미)

자산의 전통적인 정의는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사

람들이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산으로 여겼기 

때문이다.(통념: 잘못된 믿음) 

여기에 일례가 있다. 당신의 방을 둘러보라.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아마도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있을 것이

다: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 전화 등. 하지만, 여기

에 바로 문제점이 있다. 아마도 당신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자산이라고 여기겠지만, 사실 당

신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한 그 물건은 자산이 아

니다. 

왜 그러할까?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 물건을 팔

아 현금을 손에 쥐게 될 때까지 그것이 당신의 주머

니에 돈을 더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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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act, the same principle is applied to the cash in 

your wallet. In other words, if the cash is sitting in 

your wallet, it doesn’t put more money into your 

pocket. Therefore, it’s not an asset. 

However, there are places where cash reproduces 
재 생 산 하 다

itself. For example, if you save your money in a 

bank for the future, you will receive a certain amount 

of interest for the money later. 

This increases the value of your money. Simply, the 
d e c r e a s e ( X )

money in your wallet is not an asset, while your 

money in the bank is an asset.

Liabilities are the opposite of assets. That is, they 

take money out of your pocket. Lots of things 

mentioned earlier, such as TV or a computer in your 

room, are liabilities / because you took money out of 

your wallet when you bought them.

Even though you sell them later for cash, they are 

still liabilities because you will get much less money 
more(X)

than what you paid to buy them.  Liabilities also 

include whatever you owe.
anything which

번역

사실, 똑같은 원리가 당신의 지갑에 있는 현금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지갑에서 잠자고 있

는 현금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더해 주지 않는다

는 것이다.따라서, 그것이 자산이 아니다. 

하지만, 현금이 스스로 재생산하는 장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미래를 위해 은행에 돈을 저축한

다면 당신의 훗날 그 돈의 이자로 일정량의 돈을 받

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돈의 가치를 향상시키게 된다. 간단

히 말하자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당신의 돈은 자

산이 반면, 당신의 지갑 안에 있는 돈은 자산이 아

니다. 

부채는 자산의 반대되는 말이다. 즉, 그것들이 당신

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간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

급했던 당신 방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는 부채들인

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것을 사기 위해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당신이 현금을 위해 그것들을 팔더라고 당

신이 산 가격에 비해 싼 값을 받게 되므로 그것이 

여전히 부채이다 또한 부채는 당신이 갚아야 할 모

든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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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borrow money from a friend or a family 

member, for example, it is a liability called debt. Did 

your parents use their credit card to buy you a new 

cell phone?  Then they just created another liability. 

Also, if your brother or sister took out a loan from a 

bank to pay for college tuition and is planning to 

make payment after they graduate, this is a type of 

liability as well. 

Like this, anything that decreases the amount of 

money in your pocket is a liability after all. Then what 

is the lesson we can learn from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assets and liabilities? 

Well, the best thing is trying to increase your assets 

by making money and investing it for 

reproduction. However, having good spending 

habits is important / because it can help you keep 

the size of your liability small.

Therefore, do not buy anything just / because it 

looks great. Rather, ask yourself before you buy, 
greatly(X)

“Do I really need it? Is it worth the money?” It will 

help you make a smart choice and also keep your 

assets growing as well.
g r o w ( X )

번역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그것은 빚이라고 부르는 부채이다. 당신

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휴대 전화를 사주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또 다른 부채를 만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오빠나 언니가 학비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

아 졸업한 후 갚은 계획이라면,  그것 또한 부채의 

한 형태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든 당신의 주머니 안의 돈

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결국 부채인 것이다. 그렇다

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앎으로써 배울 수 있는 교

훈은 무엇인가?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돈을 벌어 투자를 하고 재생산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을 늘리려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소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은 바로 여러분의 부채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단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

지마라. 그보다는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돈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그것이 여러분이 현

명한 선택을 하고 또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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