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프로그램의 용도
이 프로그램은 적격 농촌 지역과 마을에 거주하는 소득 수준이 중하위인 개인 및 가족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욱 많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 분야 대출 기관과 협력하여 유자격 대출 기관에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

다가구 주택 대출 보증

적격 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 지역 - 적격 주소 확인.

• 연방에서 인정한 부족 영토

자금 사용 방법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중하위인 
가족 및 개인을 위한 다가구 임대 주택 건축, 개보수, 구매에 
사용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용도로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구매 및 개량

• 필요한 인프라 제공

• 전체 목록은 연방 규정 코드 7 CFR 3565.205부를 참조하십시오.

대출 보증 조건
• 최대 보증액은 대개 영리 단체의 경우 90%이고 비영리 단체의 
경우 97%입니다.

• 최소 기간은 25년, 최대 기간은 40년입니다.

• 금리는 대출 기관과 차입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대출 보증 
기간 동안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서비스 주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 대출은 대출을 하는 사설 대출 
기관이 보증이 없는 대출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사설 대출 기관은 보증이 없으면 적합한 조건으로 상업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적격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에 대해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대출 기관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Fannie Mae, Freddie Mac, Ginnie Mae

• HUD

• 연방 주택 대출 은행 회원

• 주 또는 지역 주택 자금 지원 기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주 및 지방 정부 단체

• 비영리 기관

• LLC를 비롯한 영리 기관

• 연방에서 인정하는 부족

추가 요구 사항:

• 개별 가구 임대료는 지역 평균 소득 115%의 30%로 제한됩니다.

• 전체 프로젝트의 평균 임대료(세입자가 납부하는 공과금 포함)는 
가계 규모에 따른 수정 후 지역 평균 소득 100%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복합 주택의 경우 가구 수가 5가구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복합 주택은 분리형 주택, 반분리형 주택, 연립 주택 또는 다세대 
건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http://eligibility.sc.egov.usda.gov/eligibility/welcomeAction.do?pageAction=sfp&NavKey=property%4012
http://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SID=7a18517fe5ba16fd782a5d5c70bc1242&r=PART&n=pt7.15.3565#se7.15.3565_1205


연락처 정보 추가

다가구 주택 대출 보증

참고: 인용구 및 기타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위의 "프로그램 관리 법률" 
섹션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관련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사무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양식, 리소스 및 프로그램 정보는 www.rd.usd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DA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공업체, 고용주이자 대출 기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15년 2월

임대 주택 거주 가능 대상
• 소득 수준이 중하위인 가족 또는 개인(1인)

• 지역별 유자격 사설 대출 기관 목록

•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출 기관의 최신 목록은 RD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신청 방법
매년 이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방 관보에 NOFA(자금 
지원 가능 여부 고지)가 게재됩니다.

문의처
주 농촌 진흥청 개발국에 문의하거나, 여기서 농촌 임대 
부동산을 확인하여 세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 법률
• 연방 규정 코드 7CFR 3565부

• HB-1-3565

• 프로그램 승인 법률(1949년 주택법 5조)

http://www.rd.usda.gov/contact-us/state-offices
http://www.rd.usda.gov/programs-services/delta-health-care-services-grants
http://www.rd.usda.gov/contact-us/state-offices
http://www.rd.usda.gov/contact-us/state-offices
http://rdmfhrentals.sc.egov.usda.gov/RDMFHRentals/select_state.jsp
http://rdmfhrentals.sc.egov.usda.gov/RDMFHRentals/select_state.jsp
http://www.ecfr.gov/cgi-bin/text-idx?SID=cfb5bc3cf983cb15fb597108f28abe1e&node=pt7.15.3565&rgn=div5
http://www.rd.usda.gov/files/HB-1-356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