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시흥장현2차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3회차 중도금 납부 안내)
계약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아파트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오는 2020년 07월 10일(금)은 우리아파트의 중도금인
3회차 중도금 납부일임을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1. 납부일자 : 2020년 07월 10일(금)
2. 계좌번호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KB국 민 은 행

551101-01-435908

㈜동진건설산업

3. 납부금액 (아파트)
(단위 : 원)

주택형

동호구분
101동,102동
104동,105동
1라인

84A
102동,104동
105동 3라인
105동 5라인

84B

84C

101

101동, 102동
104동, 105동
2라인

105동 2라인

101동3,5라인
103동1,2라인

층구분

분양금액

금회납부 예정금액

1층

427,000,000

42,700,000

2층

432,000,000

43,200,000

3~4층

436,000,000

43,600,000

5~9층

440,000,000

44,000,000

10~15층

444,000,000

44,400,000

16~24층

448,000,000

44,800,000

1층

425,000,000

42,500,000

2층

430,000,000

43,000,000

3~4층

434,000,000

43,400,000

5~9층

438,000,000

43,800,000

10~15층
16~24층
1층

442,000,000
446,000,000
425,000,000

44,200,000
44,600,000
42,500,000

1층

478,800,000

47,880,000

2층

484,800,000

48,480,000

3~4층

489,800,000

48,980,000

5~9층

494,800,000

49,480,000

10~15층

499,800,000

49,980,000

16~24층

504,800,000

50,480,000

비 고

4. 기타사항
① 중도금을 자납하는 계약세대는 분양계약서상 지정계좌 및 입금액을 확인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라며,
중도금 납부시 계약자 성명과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방법(예시) : 계약자 - 홍길동, 동호수 - 106동2001호 ⇒ 홍길동6-2001】
②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계약세대는 해당은행에서 당사 아파트 중도금 계좌로 중도금이 입금됩니다.
③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계약세대중 본인의 귀책사유(타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 변동 등)로 대출 기
표가 늦어질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도금 대출 미신청 세대는 계약자 본인이 자납하셔야 하며, 미납시에는 연체료가 발생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⑤ 중도금 대출 실행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는 분양 잔대금 납부시 청구 됩니다.

⑥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KB국민은행 대출 취급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 KB국민은행 배곧동지점 (031-570-3952)
- 102동 : KB국민은행 시화(이마트)지점 (031-433-3105)
- 103동 : KB국민은행 시화(이마트)지점 (031-433-3105)
- 104동 : KB국민은행 정왕동지점 (031-319-2004)
- 105동 : KB국민은행 정왕동지점 (031-319-2004)

시흥장현2차 동원로얄듀크 분양사무소
문의 : 1 8 9 9 -5 8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