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절약해 드립니다 
연간 200,000 가구가 
 재정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주택 

상담 
HUD 가 승인한 주택 

상담은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HUD 

가 승인한 주택 상담은 매년 백만이 넘는 

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1-800-569-4287 

hud.gov/makehomehappen 

   

  

  

 

  
 

 
 

 

 

 

 

 



모두를 위한 주택 

상담 

연령과 수입에 상관없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자 

►   현 주택 소유자 

►   압류 위험에 있는 주택 소유자 

►   역모기지 

►   세입자 

►   노숙자  

 

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며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안내를 

제공하는 믿을 수 있고 공정한 전문가가 이 과정 내내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귀하의 주택 

상담사는 귀하에게 최선인 이익을 염두에 둔 귀하의 

개인 주택 상담사입니다. 

답변, 정보, 의식 
모두 알고 계십시오 

►  주택 구매 – 그 모든 것 

►  좋은 임대 거래 

►  역모기지가 귀하에게 

적합합니까? 

►  연체 처리 

►  차압 방지 

►  귀하의 재정 상태를 극대화 

 

집을 사려고 하십니까? 매 단계에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십시오.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까? 귀하의 

투자를 보호하십시오. 귀하에게 역모기지가 적절한 

선택인가요?  채무 불이행이나 압류 처리? 옵션이 

있습니다. 임차? 귀하의 권리와 함께 임대의 모든 

측면에 대해 알고 있으십시오.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구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택 상담 기관에 가시면  

►   일대일 상담 

►   수업, 워크샵, 정보 영상 

►   자원 및 의뢰 

►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 

주택 상담사는 경험을 갖추고 숙련된 전문가로 

귀하가 주택에 관해 결정을 할 때 필요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주택 상담사는 귀하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HUD 에서 승인한 주택 

상담 기관의 많은 서비스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집 장만의 꿈을 

이뤄요 

자기 집을 갖는 것은 여정과 같지만,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HUD 승인 주택 상담 기관을 

찾으려면 hud.gov/makehomehappen 사이트로 

가거나 1-800-569-4287로 전화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집 장만의 꿈을 계속 이뤄나가요! 

수천 개에  
달하는 전국의  
HUD 승인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