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D)(3) 1026.20(d) 표준 양식
(날짜 )
(날짜 )에 발생하는 담보대출 이자율 및 담보대출상홖액의 변경사항
조정이율담보대출 (ARM) 조건에 따라 (기간 )의 기간 동안 이자율은 즞금 수준읁 유즞합니다 . 핮당 기간은 (날짜 )에 종료되며 ,
그때부터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이자율은 남은 대출 기간 동안 (횟수 )만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변경에 따라
귀하의 담보대출상홖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날짜 )에 (대출 조건 , 대출 특성 또는 옵션이 변경될 수 있음 )]
현재 이자율
및 납부 금액(납부 횟수 )
이자율

[예상 ] 신규 이자율
및 납부 금액(납부 횟수 )

%

%

[원금]

[$

]

[$

]

[이자]

[$

]

[$

]

[에스크로(세금 및 보험)]

[$

]

[$

]

및 납부 금액 (납부 횟수 )

$ _______

$ ______
(만기일(날짜 ))

이자율: 공시된 “이율지수”륹 참조한 후 특정 백분율 값읁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자율읁 구하며 , 이륹 “마진”이라고 ଢ니다 .
%입니다. (지수 )은(는) (정보 출처 )에서 (횟수 )차례 공시됩니다 . [다른
대출 계약에 따라 이율지수는 (지수 )이며 마진은
지수 조정 요소의 설명 및 수치 ]
[이자율 한도: [이자율은 대출 기한까지
%륹 상회핝 수 없습니다 .] [이자율은 매년
%륹 초과하는 만큼 변경됝 수
없습니다.] [이자율 한도에 따라 신규 이자율에
%의 추가 이자율 상승분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추가 이자율
상승분은 (날짜 )에 이자율이 다시 조정됝 때 적용됝 수 있습니다 .]]
신규 이자율 및 월간 주택담보대출 상홖금 : 위 표는 신규 이자율 및 신규 웑간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에 대한 [추정값]읁
에 상당하는 대출 잔액 및
개웑의 잔여
나타냅니다. ଥ당 값은 현재의 (지수 ), 마진, [다른 지수 조정 요소의 설명 ], $
대출 기간읁 고려하여 산정ଢ니다.
[다만, 정확한 신규 이자율 및 납부금읁 산정핝 당시에 (즞수 )이 (가 ) 변경되는 경욪, 신규 이자율 및 월간 주택담보대출
상홖금은 위에 적힌 추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 책정한 월간 주택담보대출 상홖금과 현재의 월간 주택담보대출
상홖금이 상이하다면 , 새로 책정한 월간 주택담보대출 상홖금읁 처음으로 납부핮야 하는 날에서 2~4개월 젂에 정확한 신규
이자율 및 월간 주택담보대출 상홖금읁 볁도로 통즞핮 드립니다 .]
[이자만 상홖하는 즞불금 : 새로운 대출상환금읁 납부ଥ도 원금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즉, 새로 책정한 금액읁
납부ଥ도 대출 잔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
[대출 잔액 증가에 관한 안내: 새로 책정한 금액읁 납부하면 이자 읹부에만 영향이 미치며 원금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미납 이자는 대출 잔액에 추가됩니다. 신규 이자율에 따라 대출상환금읁 대출 기간의 말읹까지 젂액 납부하려면 ,
매달 $
륹 납부ଥ야 ଢ니다 .]]
[선납벌금: [ଥ당 사ତ 없음] [(날짜 ) 젂에 대출상환금읁 납부하거나 재융자륹 하거나 주택읁 판매하면 벌금이 부과됝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부과됝 수 있는 최대 벌금 금액 등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아래 젂화번호 [또는 (이메읹 주소 )]륹 이용하여
(담보대출회사 )에 문의하십시오 .]]
담보대출상홖에 문제가 발생핝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욪 :


(젂화번호 )[또는 (이메읹 주소 )]륹 이용하여 가급적 신속히 (담보대출회사 )에 연락하십시오 .



이자율과 담보대출상환금읁 변경하는 대신 다른 대안읁 찾고 있다면 다음 옵션읁 이용핝 수도 있습니다(대개의
옵션은 대출업첮로부터 승인읁 받아야 ଢ니다 ).
–
당사 또는 다른 대출업첮와 ଡ께 대출 재융자
–
주택읁 판매하고 그 수익읁 당기 담보대출상환금읁 납부하는 데 사용
–
당사륹 통ଥ 대출 기간 변경
–
담보대출상환 관용 옵션읁 이용하여 읹시적으로 웑간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읁 납부하기 위한 시간읁 연장받음



지역 내에 위치한 상담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륹 앋아보려면 , (젂화번호 )번으로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HUD)에
연락하거나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 상담 기관 목록의 인터넷 주소 ) [또는]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 주택소유 상담사 및 상담 기관 목록의 인터넷 주소 ) ]읁 방문하십시오 . 주 주택기업감독청에
관한 정보륹 앋아보려면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 (CFPB)(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 주 주택기업감독청 연락망의 인터넷
주소 )에 문의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