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신청안내문
계약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의 중도금 집단대출 취급은행이 국민은행으로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중도금 대출신청을 진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착오 없이 준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중도금 대출서류 작성 일정 및 장소
구분

세부사항

일정

2021. 02. 7.(월) ~ 02. 12.(토), 02. 14.(월)~ 02. 16.(수)

비고

시간

10:00 ~ 16:00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6-7번지

점심시간
12시~13시

▣ 중도금 대출 신청안내
구분

내용

신청대상

-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 계약자 중 계약금 10% 완납세대

신청방법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예약을 실시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예약 후 견본주택 방문
- 일자 : 2022. 2. 4(금) 10시부터 예약가능
- 주소 : http://yj-thehue.com/
※ 방문예약을 하신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지점

- 아래 중도금 대출 취금은행 안내 참고

구비서류

- 은행 안내문 참고

대출이자/
보증료및 인지대

• 대출이자(후불제)
-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대납
- 입주지정일 개시일부터 계약자 부담
-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입주 시 계약자 납부
• 인지대
- 계약자 부담(계약자와 은행이 50%씩 부담)
• 보증료
- 계약자 부담(사업주체가 대납 후 입주시 사업주체에게 상환)

▣ 기타 안내사항
① 대출신청은 계약자 본인(세대원 포함)이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공동명의 계약자 경우 모두 방문하시어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
- 기타 대출조건 등은 첨부된 은행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자의 신용상의 문제, 보증서 중복, 한도초과 등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현금으로 중도금을 납부 하셔야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공급계약서 제2조 1항에 의거 연체료가 발생되며,
제9조에 의거 공급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③ 공급계약서 제14조에 의거 중도금 대출이자, 보증료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계약자를 대신하여 우선 납부하며(입주시 사업주체에게 상환해야 함), 입주지정개시일
부터는 계약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대출관련 구비서류 등은 은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중도금 대출 전 가까운 국민은행에 방문하시어 개인정보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중도금대출 취급은행 및 연락처
취급동

취급 영업점

담당자

연락처

101동 ~ 102동 1104호

인천공항신도시지점

박동구 팀장

032-746-2417

102동 1201호 ~ 103동

영종하늘도시지점

권문현 팀장

032-450-9553

104동 ~ 105동 1104호

송도역지점

조민경 팀장

032-450-9560

105동 1201호 ~ 106동

송도센트럴파크지점

김궁 대리

032-450-9668

107동 ~ 108동 1104호

연수중앙지점

김보광 차장

032-450-9441

108동 1201호 ~ 109동

동춘동지점

김완철 팀장

032-890-1869

110동 ~ 111동 1104호

송도스마트밸리지점

한용 차장

032-450-9535

111동 1201호 ~ 112동

송도지점

나승희 팀장

032-450-6638

■ 한신공영(주) 마케팅부 : ☎ 02)3393-3320
※ 첨부 :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