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IMMEDIATE RELEASE            April 9, 2014 

Contact: Steve Gallagher 

Phone: 916-326-8612 

skgallagher@calhfa.ca.gov 

www.KeepYourHomeCalifornia.org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KEEP YOUR HOME CALIFORNIA), 원금 

감소 프로그램에서 큰 진전 성취 

자택  소유자들에게 최대 $100,000까지 무료 모기지 지원금 신청을 촉구 중 

새크라멘토(SACRAMENTO) - 캘리포니아의 무상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해에 자택 소유자들의 언더워터 모기지(underwater mortage)를 최대 $100,000까지 

줄이도록 돕는 원금 감소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자택 소유자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3년 마지막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은 2013년에 

1,619 명의 자택 소유자들의 원금 감소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2012년 

말에는,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감소 지원을 받은 자택 

소유자는 총 940명이었습니다. 

2013년에 1,619명의 자택 소유자가 추가되어 누적 수는 2,559로서 272%가 

증가했습니다. 제공된 달러의 측면에서 보면, 그 증가는 더욱 엄청납니다. 2013년 

말까지 제공된 총 원금 감소 지원금 $158,400,000는 2012년 말로부터 384%가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의 신청을 쉽게 만든 덕분에, 2011년 2월에 시작된 이래 원금 감소 

프로그램 신청의 70%가 2013년에 접수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 

직원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 자택 소유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원금 감소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 자택 금융 기관 전무 이사 클라우디아 카피오(Claudia Cappio)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캘리포니아 자택 소유자들은 

아직도 모기지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관은 2011년 2월에 시작된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몇 가지를 변경했는데 그 효과가 이제 

지원이 승인된 자택 소유자의 숫자 및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기지 

서비스업자들의 숫자의 커다란 증가로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www.keepyourhomecalifornia.org/


   

 

원금 감소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기지 서비스업자의 숫자가 2012년 말에는 겨우 

50개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약 120개로 늘었습니다. 웰스 파고 (wells Fargo),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 체이스 (Chase), 씨티 은행 (Citibank) 등의 

서비스업자들이 훨씬 높은 비율(작년 7월의 49%에 비해 올 해 1월에는 약 73%)의 

자택 소유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택 소유자들에 대한 승인 속도 또한, 프로그램 시작 이후의 110일에서 4 분기 

동안에는 약 70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자택 소유자들은 

평균 $77,000의 원금 감소 혜택(이것은 매월 모기지 납입금의 23% 하락과 매월 약 

$360의 절약이 됨)을 받았습니다. 

"자택 시장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에는 언더워터 

모기지를 가진 많은 자택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카피오(Cappio)는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현재 자택 가격의 중간값은 1년 전에 비해 약 21% 상승하여 

$404,250가 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부동산업자 협회에 따르면 이것은 24년 연속으로 

매년 두자리 수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자리 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더스트리 트래커 코아로직(Corelogi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모기지를 가진 

자택 소유자들의 약 15%는 언더워터 모기지이거나 역자산(negative equity)에 

가깝습니다. 

11월에,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 관계자는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 140% 

이상인 자택 소유자들은 원금 감소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자택 소유자들은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해당하는 기타 유형에는 해고, 소득 감소, 이혼, 

특별한 의료 비용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쉽게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라고 카피오(Ms. Cappio)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자택 소유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무상 모기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긴급 구조 기금(Hardest Hit Fund)에서 나온 $20억의 자금으로 

설립된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은 모기지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택 소유자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연방 기금의 지원을 받은 이 프로그램에는,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없는 자택소유자들에게 매월 

$3,000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실업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Unemployment 

Mortgage Assistance Progr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기지 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자택 소유자들이 납부하지 못한 납입금을 “따라잡을 수 “ 있도록 최대 $25,000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승인된 압류 혹은 단기 매매 상태의 

권리증서를 가진 자택 소유자들에게 이주 보조금으로 최대 $5,000까지를 

제공합니다. 

자택 소유자들은 또한 $69,500에서 $126,600까지의 다양한 카운티별 소득 한도 

범위에 들어 있어야 하고 또 모기지 제공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공되는 모기지의 95% 이상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히사에 의해 젝오되고 있습니다. 

38,000명 이상의 자택 소유자들이 네 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에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는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으시면, 전화 888-954-KEEP 

(5337) 혹은www.KeepYourHomeCalifornia.org를 방문하십시오 (스페인어를 

사용하시는 분은www.conservatucasacalifornia.org를 방문하십시오). 상담 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엽니다. 통역가가 있기 때문에 상담은 사실상 어떤 언어로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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