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자 차용자 승인  

 
모기지제공자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비스고객 서비스 / 손실 완화 전화 번호 

차용자 이름 (들)  

부동산 주소 

모기지 대출 계좌 번호 (들)

 

 

제 3 자 승인 

 

아래 서명은 제 3자를 대신하여 다음을 나타냅니다 : ( i) 규정 O (모기지 지원 구제 서비스) (해당되는 경우) 및 기타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ii) 위에 제공된 제 3 자 정보는 사실이며 정확합니다. 아래 서명자는 Making Home Afforda

 

 

( all applicable fields must be completed ) Third Party Information 

Phone number     714.204.2314 Name of Entity, Agency, Firm       HomeOwnershipOC 

Name(s) of authorized person(s)      Connie Der Torossian    Maria Stacey 

Office address 

Mailing address        801 W. Civic Center #200, Santa Ana CA 92701 

Email      cdt@conniedt.com 

State license # (if required) 

Website URL     www.HomeOwnershipOC.org  

Issuing state Tax ID#     90530 HUD ID 

Firm Name  

Individual Attorney name(s)  

All states where licensed  
* Attach National Foreclosure Mitigation Counseling 
form if needed 

**  Attorney who represents Borrower must sign below 

Approval valid until (date)     5/2022 

HUD HCS #    90580 

For non-profit agencies only * 

Do you represent the above named Borrower for  
a workout arrangement with the named Servicer? 

For attorneys only ** 

HUD Approved Counseling Agency? 

x Yes No Yes No 



ble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사실의 허위 진술 또는 누락이 민사 / 형사 기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 3 자 서명이름 

 정자체차용자 이니셜 

날짜 

제목 HUD 주택 상담자 

 

차용자 제 3 자 

승인 차용자 승인 (모든 항목에 이니셜을 

 

귀하가 승인하는 제 3 자 하십시오)(첫 페이지에서)

  

 기재I (아래에 나열된 차용자)이 위에 언급 된 제 3자가 논의하도록 승인합니다. , 지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위에 명시된 모기지 서비스 담당자 (계열사, 대리인, 직원 및 후임자)와 저의 모기지에 대한 운동 

계약을 협상합니다. 운동 계획에는 수정 또는 기타 완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모기지 서비스 담당자와 제 3 자 및 재무부 (및 그 대리인)가 본인의 재정 및 모기지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 (i) 나의 모기지 지불 내역, 나의 모기지 

조건; 그리고 (ii) 저의 모기지 취득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 보장 번호, 신용 점수, 소득, 부채 및 

기타 정보. 

 본인은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와 같이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모기지 서비스 담당자가 나에게 직접 

연락 할 수 있으며 서비스 담당자와 본인은 운동 준비에 동의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여전히 저의 모기지 

서비스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이 제 3 자 승인 양식이 저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의해 수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락되지 않을 

경우 저의 모기지 서비스 직원이 저에게 서면으로 통지 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Mortgage Loan Servicers

는 사기 또는 부적절한 활동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차용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합니다. 

  



이 승인은 차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다른 제 3 자의 승인을 완료하여 일찍 취소하지 않는 한 

서명 된 날짜로부터 1 년 동안 만료됩니다. 양식이 완전히 작성 될 때까지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양식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사기에주의하십시오!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은 

선불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부과하는 

수백 명의 기업과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HOPE 핫라인에서 사기 

신고 :  

888-995-HOPE (4673) 

 

Signature of bo rrower   

Printed name 

Social Security Number 

P hone # 

Signature of co-borrower   

Printed name 

Social Security Number  

Phone # 

Email 

Email 

Date 

Dat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