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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Your Home California가 25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무료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은 8,100명을 고용하여 4억 4100만 달러의 직원 수입을 

발생시켰으며, 8100만 달러의 세수 및 11억 달러의 부동산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새크라멘토 -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비즈니스 달라 무어 학교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자택 금융 기관(CalHFA)의Keep Your Home California(캘리포니아 

자택유지 프로그램)를 통해 자택 소유자들을 지원하는데 1달러가 지급될 때마다 주 

경제에 대해 2달러 가치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eep Your Home California의 경제적 영향: 주 및 지역 사회 분석에 의하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Keep Your Home California는 자택 소유자를 돕는 것을 넘어, 첫 6년 동안 

고용 및 세수 창출은 물론 인근 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가치를 지켜 도합 25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활동으로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끼쳐 왔습니다.  

"건실하고 활기찬 주택 시장은 건강한 경제라면 어디에서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비즈니스 달라 무어 학교(Darla Moore School of 

Business)의 경제 연구원이자 유사한 정부 프로그램의 전문가인 Dr. Joseph C. Von 

Nessen은 그의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거 자체가 경제의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안정된 주거 환경에 사는 개인들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경험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Keep Your Home California는 11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 가치를 창출했고, 8100명을 고용하여 4억 4100만 달러의 직원 수입을 

발생시켰으며, 2010년 초부터 2015년까지 813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해 왔습니다. 

 "Keep Your Home California는 자택 소유자와 그 이웃, 그들의 커뮤니티는 물론 

캘리포니아의 비즈니스와 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삶의 변화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CalHFA 전무 이사Tia Boatman Patterson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라, Keep Your Home California는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람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고용되었던 직원들이라든지 고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들과 같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돕게 된 것입니다. 이웃, 커뮤니티 

및 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자택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섯 가지의 Keep Your Home 

California는 다양한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자택 

소유자들의 모기지 지불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부터 놀라운 원금 감소 및 납기 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economic-impact/
http://moore.sc.edu/
http://moore.sc.edu/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programs/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programs/


 

 

Keep Your Home California 각각은 독특한 방법으로 자택 소유자(및 주 경제)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무직자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Unemployment Mortgage Assistance 

Program)은 11억 6천만 달러의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 모기지 회복 지원 

프로그램(Mortgage Reinstatement Assistance Program)은 1달러가 지급될 때마다 4.35 

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끼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기여도에 대한 세부 자료는 

프로그램 기여도 목록(Program Impacts Fact Sheet)을 참조해 주십시오. 

Keep Your Home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재무부로부터 20억 달러의 긴급 

구조 기금(Hardest Hit Fund)을 받은 후 201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12월까지 15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하여 69,000명 이상의 자택 소유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긴급 구조 기금은 회피할 수 있는 주택 압류를 방지하여 대공황에 의해 긴급 상황에 빠진 

커뮤니티의 주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재정안정국 

부차관보Mark McArdle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의 프로그램이 

의도된 대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과 함께 주 전체에 걸쳐 자택 소유자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eep Your Home California에는 2016년 초에 추가로 3억 830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소진되거나 2020년 12월 31일 프로그램 만료 

기간에 이르게 되는 두 가지 상황 중 먼저 발생하는 쪽의 시점에 종료됩니다. Keep Your 

Home California는 2020년 연말이 되기 전에 모든 프로그램 기금을 소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Keep Your Home California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자택 소유자들께서는  

888-954-KEEP (5337) 번으로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연락하시거나 www.KeepYourHomeCalifornia.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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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 Joseph C. Von Nessen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 비즈니스 달라 무어 학교 연구 부서의 

경제 연구원으로, 지역 경제학, 지역 경제 전망 및 주거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 및 사업체 고객을 위해 방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타당성 조사 및 독립 시장 조사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그의 전체 이력을 

살펴보십시오.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programs/unemployment-mortgage-assistance/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programs/unemployment-mortgage-assistance/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programs/mortgage-reinstatement-assistance/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programs/mortgage-reinstatement-assistance/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app/uploads/2017/01/Program-Impacts-Fact-Sheet.pdf
https://www.treasury.gov/initiatives/financial-stability/TARP-Programs/housing/hhf/Pages/default.aspx
https://www.treasury.gov/initiatives/financial-stability/TARP-Programs/housing/hhf/Pages/default.aspx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press-releases/keep-home-california-receives-additional-383-3-million-funding-help-homeowners/
http://keepyourhomecalifornia.org/press-releases/keep-home-california-receives-additional-383-3-million-funding-help-homeowners/
http://www.keepyourhomecalifornia.org/
http://www.conservatucasacalifornia.org/
http://moore.sc.edu/facultyresearch/facultystaff.aspx?Query=&FacultyStaff=all&Department=8&FacultyStaffId=189
http://moore.sc.edu/facultyresearch/facultystaff.aspx?Query=&FacultyStaff=all&Department=8&FacultyStaffId=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