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구매, 
나중 결제 
대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세요. 

지금 구매, 나중 결제는 빠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해당 물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대출이 해당 물건을 
구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생각해보세요. 전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모을 때까지 구매를 
미루는 선택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의 세세한 항목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지금 구매, 나중 결제 대출은 상환 기간과 수수료, 
금리가 다양합니다. 일부 대출은 수수료와 무이자를 
주장하지만, 연체나 미납 시에는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합니다. 다른 회사의 대출은 일반적으로 결제 일정이 
다릅니다. 

환불 정책을 확인하세요. 

사용 중인 특정 대출과 관련한 환불, 반품, 교환 절차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구매, 나중 결제 
대출을 활용해 구매한 물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신고한 
소비자가 많습니다.

상점이나 온라인에서 “지금 구매, 나중 
결제(Buy Now, Pay Later)” 혹은  
“4분할 결제(Pay in 4)” 결제 옵션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이 결제 옵션은 
소액으로 분할해 결제하는데 전액을 
제 때 결제하면 수수료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단기 대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획한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에서 참고하면 좋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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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기 전에 예산을 정하세요. 

대출을 제 때 상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대출 기간 중 
수입은 대출금과 필수 지출, 예를 들어 집, 음식, 그리고 
교통 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주마다 
다르다면 물건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전액을 모으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NYC Financial Empowerment 
Center에서 예산 수립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매, 나중 결제 대출이 신용 점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 드립니다. 
지금 구매, 나중 결제 회사들은 주요 신용 조사 기관에 결제 
금액을 일관되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통 체납은 신용 
점수를 깎고 제 때 상환해도 신용 점수는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다른 대출이나 신용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대출 중인 지금 구매 나중 결제 대출의 
수를 제한하세요. 

대출마다 상환 일정이 다르고 대출 조건이 다르기에 동시에 
몇 가지의 대출을 관리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의 지금 구매 나중 결제 대출을 활용하는 
상황은 피하세요. 복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한 회사를 
선택해 상환일과 조건을 조정하세요. 문자와 이메일 알림을 
설정해 상환 관련 알아야 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자동 결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동결제를 
해제하세요. 

많은 지금 구매 나중 결제 회사들은 자동 결제를 
체납합니다. 은행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 설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동 결제는 
그에 맞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금주에게는 
자동 결제를 취소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자동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면 해당 회사와 은행에 “승인 
철회” 서면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nsumerfinance.gov를 방문해 알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 재정 상담을 
받아보세요. 

NYC Financial Empowerment Center는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무료로 일대일 재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nyc.gov/TalkMoney 또는 전화 311번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민원 접수
nyc.gov/dcwp에서 DCWP에 문의하거나 311에 
전화해 “Store Complaint(스토어 컴플레인트)”라고 
말씀해주세요.

https://www.consumerfinance.gov/
https://www.nyc.gov/site/dca/consumers/get-free-financial-counseling.page
https://www.nyc.gov/site/dca/index.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