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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 

압류에 직면한 노인들을 돕는 리버스 모기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 발표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은 오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노인 

주택소유자들이 리버스 모기지로 인한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주택 관리(FHA)의 보험 적용을 받는 리버스 모기지와 

관련된 체납 재산 비용으로 인한 압류 때문에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노인들은 최대 

25,000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은 FHA 주택 자산 전환 모기지(HECM)가 있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62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주택소유자들이 그들의 전반적인 예산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상담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적격한 노인들의 체납된 재산 유지 

비용의 관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재산세와 주택소유자 보험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들의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재산 유지 비용에 대한 최대 

12개월까지의 추가 지원도 포함됩니다. 

리버스 모기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 기관 (CalHFA)에서 

관리하는 무료, 연방 기금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의 

최신 확장입니다.  

CalHFA 전무 이사, 티아 보트만 패터슨(Tia Boatman Patterson)은 "리버스 모기지 관련 

비용을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 주택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고정된 수입으로 사는, 이러한 노인들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몇 번의 미지불 때문에 집을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주택소유권 보존 수석 사무관, 마크 맥카들(Mark McArdle)은 

"캘리포니아주가 긴급 구조 기금(Hardest Hit Funds)을 사용하여 리버스 모기지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주택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돕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들이 영구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압류를 막고 지역사회를 안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인 주택소유자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카운티(county)별 소득 제한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 감소, 이혼, 가족의 사망 또는 너무 비싼 의료비 청구서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들은 또한 리버스 모기지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향후에 요구되는 주택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노인들은 FHA HECM 제품을 활용해 왔고, 그들 중 다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지역과 치코/레딩(Chico/Redding) 지역, 그리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높은 사막 지역에 리버스 모기지를 가진 주택 소유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주택 경기 침체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의 느린 

경제 회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방 저당권 협회(Fannie Mae)의 신용 자산 관리 수석 부사장인 조이 시안시(Joy 

Cianci)는, "우리는 노인 주택소유자들을 돕는 이 독특한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과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자격있는 노인들이 압류를 

피하고 자신들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긴급 구조 기금을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은 리버스 모기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2,500만 

달러를 비축해 두고 있으며, 약 1,400 명의 주택소유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주택소유자들이 리버스 모기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자신들의 리버스 모기지 서비스 업체들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챔피언(Champion), 파이낸셜 프리덤(Financial Freedom), 제임스 B. 너터(James B. Nutter), 

레지덴셜 모기지 솔루션즈 (RMS), 선 웨스트(Sun West), 웰스 파고(Wells Fargo), 이 6개 

모기지 서비스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서비스 업체들의 목록은 그들의 연락처 정보와 함께 

리버스 모기지 지원 시범 프로그램 웹 페이지, www.keepyourhomecalifornia.org/reverse-

mortgage-assistance-progra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리버스 모기지 서비스 

업체들이 곧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은 2011년에 미국 재무부의 긴급 구조 기금(Hardest Hit 

Fund)으로부터 $20억의 자금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49,000명 이상의 주택소유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9억 2천만 달러를 지원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 유지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www.KeepYourHomeCalifornia.org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의 스페인어 버전은 

ww.ConservaTuCasaCalifornia.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