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삼송2차 원흥역 동원로얄듀크 판매시설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고양삼송2차 원흥역 동원로얄듀크

고객 여러분,

유난히도 추웠던 긴 겨울이 지나고 간혹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며, 계약자 여러분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양삼송2차 원흥역 동원로얄듀크 판매시설 중도금대출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중도금대출 취급은행 : 동원제일저축은행, DH저축은행, 한국캐피탈
은 행

담당자

연 락 처

주

소

동원제일저축은행

이성진 계장

055-370-6714

경남 양산시 중앙우회로 144(북부동)

DH저축은행

정상수 차장

051-860-0066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한국캐피탈

김명준 과장

051-932-2986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8층, 거제동)

■ 대출서류 접수일 및 장소
구

분

대출 접수일
서류 접수 장소

내

용

비

◐ 2018. 04. 06(금),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2018. 04. 07(토),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고

2일간

◐ 고양삼송2차 원흥역 동원로얄듀크 분양사무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2 반도유스퀘어 705호)

■ 대출 준비 서류 및 상세내역
구

분

대출 대상자

내

용

◐ 총분양대금의 10% 이상 납부자
◐ 금융거래 결격사유가 없으며 신용등급 1~7등급

대출 금액

◐ 총분양대금의 30% 이내

대출 금리

◐ 동원제일저축은행 대출안내문 참조

준비 서류

◐동원제일저축은행대출 안내문 참조

비

고

◐ 신용불량자 제외,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양계약자
◐ 분양계약서상 금액기준
◐ 1인당 2개호까지 가능
◐ 중도금 대출 무이자(최초입점가능일까지 회사부담)
◐ 소득증빙서류
: 동원제일저축은행 안내문 참조

◐ 수입인지대(은행과 본인 각각 50% 부담)

대출 비용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만5천원

◐ 대출서류 접수시 해당은행에 납부(현금지참)

․ 1억원 초과~10억 이하 : 7만5천원

※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되거나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환경 변화 및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사전통보 없이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및 계약자 본인의 개인사정(신용등급 변동 등) 등으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지연 등으로 지정된 납부일정에 대출 미기표시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 신청 기간 내 필히 신청하시어 대출 신청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 바랍니다.
※ 기타 중도금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원제일저축은행 취급(지정)지점으로 문의 또는 대출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양삼송2차 원흥역 동원로얄듀크 비스타 분양사무소
문의 : 02-381-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