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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이 더 많은 주택소유자를 돕기 위한 추가 지원금 3억 
8,330만 달러를 받습니다.  

주택소유자당 10만 달러씩 받을 수 있습니다. 

새크라멘토—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3억 8,330만 달러를 받게 되어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주택소유자를 자택 압류 위기에서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수요일 추가 지원금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지난 2개월 
동안 긴급 구조 기금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지원금의 2단계가 승인되었습니다.  

3억 8,330만 달러를 배정받으면 캘리포니아 주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주택소유자 
최소 1만 2,000명 이상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은 
자격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에게 모기지 지불 지원으로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존 치앙(John Chiang)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재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에 추가 지원금을 배정한다는 미 재무부의 발표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임을 더욱 입증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지불금, 실업, 역자산,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자들을 도울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이 2011년에 시행되었을 때, 거의 2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자택 압류 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모기지 지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합계가 23억 
6,000만 달러가 되어 중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주택소유자 6만 2,000명 이상을 
지원하고 약 13억 4,000만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안정 마크 맥카들(Mark McArdle) 차관보는 "오늘의 발표는 힘들어 

하는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고 타격이 큰 지역을 안정시키겠다는 재무부의 약속의 

연장"이라며,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일부 주택 소유자들과 지역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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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추가 지원금으로 

주(州)들은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위대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정받은 추가 연방 지원금 3억 8,330만 달러는 2011년 2월에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했던 두 분기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은 2015년 3~4분기에 9천500만 달러 

이상 또는 6개월 동안 모두 1억 9,000만 달러를 지급하였습니다. 

수많은 보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고용 개발 부서에 따르면 실직한 주택소유자들을 

포함한 1백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3월에 실업자 신세였습니다. 2015 년 

말에 캘리포니아 주의 약 5만 명의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지급금을 최소 90일 이상 
연체하였는데, 이는 종종 압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Zillow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분기 말에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에서 역자산 대출 규모가 650억 달러로 가장 
컸고 역자산 대출 비율 13%를 기록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국가 기관인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감독청의 티아 보트만(Tia Boatman) 전무 이사는 "자택 소유자들의 지원 
요구와 주택 산업 보고서에서 나타난 수치는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는 모기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택소유자들을 돕고 주민부터 주 정부까지 모두가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은 추가 지원금을 가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의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자택 소유자들은 888-
954-KEEP (5337) 번으로 평일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락하시거나 www.KeepYourHomeCalifornia.org를 방문하십시오. 
저희 직원이 번역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모든 언어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스페인어 버전은 www.ConservaTuCasaCalifornia.org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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