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가 작성:
대출업체 대출 번호/일반 대출 확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관 사례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추가 소비자 정보 양식
추가 소비자 정보 양식(SCIF)의 목적은 주택 구입 과정 중 대출업체가 채무자의 요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소유
교육과 주택상담 및/또는 언어 선호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대출업체 또는 채무자는 임의로 SCIF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름(이름, 가운데 이름, 성, 호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택소유 교육과 주택상담
주택소유 교육과 주택상담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주택소유의 권리와 책임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제3자가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주택소유 교육(그룹 또는 웹 기반 클래스)을 완료했습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1) 형식: (최신 상태 확인)

워크샵에 직접 참가함

아니요

예

웹 기반 워크샵을 완료함

(2) 제공자:
HUD 승인 기관의 경우 주택상담기관 ID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UD 승인 기관 목록은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housing/sfh/hcc로 이동하십시오.
HUD 승인 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HUD 승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택교육프로그램의 이름을
제공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작성 날짜

___ / ___ / ______ mm/dd/yyyy

채무자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주택상담(맞춤형 상담자-고객 서비스)을 완료했습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1) 형식: (최신 상태 확인)

대면

전화

인터넷

아니요

예

하이브리드

(2) 제공자:
HUD 승인 기관의 경우 주택상담기관 ID 번호를 제공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UD 승인 기관 목록은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housing/sfh/hcc로 이동하십시오.
HUD 승인 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HUD 승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택상담기관의 이름을 제공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작성 날짜

___ / ___ / ______ mm/dd/yyyy

언어 선호도
언어 선호도 – 귀하의 대출 거래는 영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질문에서는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합니다.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 – 선호하는 언어가 있는 경우 표시하십시오.
영어

중국어
(中文)

한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Español)

타갈로그어
(Tagalog)

베트남어
(Tiếng Việt)

기타: __________________

응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담보대출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가 답변한다고 해서 대출업체 또는 기타 대출 참가자
가 반드시 귀하가 선호하는 언어로 의사를 소통하거나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귀하가 지원을 받거나 귀하를 지
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어 지원 및 자원은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가 승인한 주택상담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택상담기관을 찾으려면
다음 연방 정부기관 중 하나로 문의하십시오.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HUD) 전화 (800) 569-4287 또는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housing/sfh/hcc.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전화 (855) 411-2372 또는 www.consumerfinance.gov/find-a-housing-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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