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에 대한 모기지, 세금 및 기타 수수료를 

납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주택 소유자는 실직, 근로 시간 단축 또는 비자발적 소득 손실로 인해 

모기지, 재산세 또는 주택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기타 수수료를 연체한 

경우, 상환 면제 가능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모기지 상환금, 

재산세, 주택 소유자 협회 비용, 보험 또는 기타 주택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최대 $60,0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사용하여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HomeSaver라고 하며 DC 주택 금융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명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DC에 거주합니다. 

● 주택 협동조합(가구 하나가 아닌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 과거 모기지 상환금, 재산세, 주택 소유자 협회 비용, 보험 또는 기타 

주택 관련 수수료로 최대 $60,000를 연체했습니다. 또는 $60,000 

이상의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 설명 중 하나가 사실인 경우: 

○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 

○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의 소득이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크게 줄었거나 새 직장의 급여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 귀하의 배우자 또는 공동 차용자가 사망했습니다. 

○ 의료적 사건을 겪어 귀하가 일을 할 수 없거나 의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 귀하와 배우자가 이혼했습니다. 

○ 귀하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택 상담사가 신청 후 귀하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프로필을 만듭니다. 마감일: 2021년 5월 14일 

○ 주택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프로필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현지 비영리 파트너에게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 이전에 HomeSaver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하십시오. 암호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HomeSaver@dchfa.org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 

프로필을 만들지 마십시오. 

2. 귀하의 주택 및 현재 모기지 대출 기관에 대한 정보로 프로필을 

작성하십시오. 

3. 귀하가 아직 주택 상담사와 상담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신청에 대해 

논의하게 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드립니다. 

4. 귀하의 주택 상담사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전 고용주의 서신, 의료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다는 의료 기록, 

2년간의 납세 신고, 30일 급여 명세서 또는 실업 수당 명세서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서류 

○ 최근 모기지 명세서 또는 주택 소유자 협회의 명세서와 같은 

연체 주택 상환금에 관한 서류 

5. 주택 상담사와 만남. 3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지참합니다. 주택 

상담사가 이 자료를 확인하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https://www.homesaverdc.org/customer/accountSetup.aspx
https://www.homesaverdc.org/customer/accountSetup.aspx
https://www.dchfa.org/wp-content/uploads/2021/03/homesaver_housing_counseling_agencies_03.17.2021.pdf
mailto:HomeSaver@dchfa.org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48시간 이내에 귀하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상담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귀하가 모기지 상환금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기관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출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주택 상담사가 귀하에게 

모기지 상환을 도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한 후, 일반적으로 지원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주택 상담사가 전화 또는 이메일로 귀하의 

신청서가 수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담당 

상담사가 귀하의 대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상담사가 대출 계약 및 기타 양식을 작성하여 클로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5. 귀하의 대출금이 타이틀 회사에 배정되었음을 알리고 귀하의 

적격성을 재확인하도록 귀하에게 요청드릴 것입니다. 타이틀 회사가 

대출을 클로징하기 위해 예약 일정을 잡고자 연락드립니다. 이는 

보통 신청서가 수락된 후 2주 내에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집니다. 

6. 귀하는 타이틀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접 클로징을 하고 대출을 

확정하는 서류에 서명합니다. 

7. 타이틀 회사가 본 기관에 귀하가 서명한 서류를 보내고, 저희 

측에서는 귀하의 대출 기관(귀하가 모기지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타이틀 회사(귀하가 기타 주택 관련 수수료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불을 하는 회사)에게 대금을 지불합니다. 영업일 

기준 7~10일 이내에 내역서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기지 상환을 위해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6월에서 12월 사이에 3개월마다 소득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9. 매년 주택에 거주할 때마다 대출 금액의 20%를 면제해 드립니다. 5년 

후, 귀하의 대출 상환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10. 이사, 대출 재융자 또는 5년이 되기 전에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대출상환 명세서를 요청하면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과 상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귀하의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귀하의 주택 상담사에게 알리고 부적격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지서에 이의 제기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모든 적격 신청자가 지원을 받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연체 모기지 상환금을 지불하기 위해 HomeSaver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 기관이 참여에 동의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의 목록에 

있는 경우 이미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모기지 상환을 도와드릴 수 없지만,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다른 

주택 관련 수수료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여전히 HomeSaver를 통해 월 모기지 상환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202) 777-

1600번으로 전화하거나 HomeSaver@dchf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사용하여 모기지를 상환하는 

경우, 5월과 11월 사이에 3개월마다 소득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이 증가하면, 귀하가 직접 모기지 상환을 시작해야 할 

때까지 귀하를 대신하여 2회의 추가 모기지 상환을 저희 측에서 

https://www.dchfa.org/homeownership/payoff-lien-release/
https://www.dchfa.org/homeownership/find-a-lender/
https://www.dchfa.org/homeownership/find-a-lender/
https://www.dchfa.org/homeownership/find-a-lender/
mailto:HomeSaver@dchfa.org


지급합니다. 모기지 상환을 다시 시작하기 60일 및 30일 전에 귀하는 

이에 대한 통지를 받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먼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202) 777-

1600번으로 전화하여 HomeSaver 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HomeSaver 질문(HomeSaver Question)”이라는 제목으로 

HomeSaver@dchfa.org로 팀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집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기지 리소스 페이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에 HomeSaver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HomeSaver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각 주택 소유자는 HomeSaver를 사용하여 총 

최대 $60,000의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60,000 미만을 

사용한 경우, 이전 대출과 $60,000 사이의 차액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HomeSaver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까? 

귀하가 HomeSaver를 받은 후 최소 5년 동안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대출금은 면제됩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을 재융자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대출상환 명세서를 요청하면 귀하가 납부해야 할 금액과 상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경우 HomeSa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파산을 신청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은 사례 별로 고려됩니다. 
 

mailto:HomeSaver@dchfa.org
https://www.frontdoor.dc.gov/pay-your-mortgage
https://www.dchfa.org/homeownership/payoff-lien-release/


이 페이지는 2021년 5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