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 대출 신청(자기서명)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당사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 해모로 더센트라 중도금 대출 신청 및 선택품목 추가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
을 확인하신 후 지정기간 내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
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오니 필히 예약기간 중에 먼저 예약을 하신 후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도금 대출 신청 (자필서명) 

구 분 내 용

대출금리
▶ 금융기관: 부산은행 (대전영업부)

▶ 금리: 연 3.17% = Cofix 신규 (1.02%) + 가산금리 (2.15%) 

일시 및 장소

▶ 일자: 2021. 10. 25(월) ~ 2021. 10. 30(토) (6일간)

   시간: 09:30 ~ 17:00 (단, 토요일은 10:00~14:30)

▶ 장소: 대전 해모로 더센트라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66번지)

예약방법

▶ 예약접수 기간 : 10/19(화) 10:00 ~ 10/22(금) 15:00까지

▶ 예약접수 : 대전해모로 홈페이지 (http://대전해모로.com) 내 예약접수 팝업창 

 → 방문예약 시스템은 계약자 본인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예약 불가

구비서류 ▶ 동봉된 부산은행 대출 안내문 및 대전해모로 홈페이지 팝업창 참조

대출문의
▶ TEL) 042-486-9334 (부산은행 고객센터) 

   담당자: 윤상우 과장, 조용구 대리, 김민영 대리

유의사항

▶ 대출자서일 기준 20일 영업일 이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타 금융계좌 개설 

   내역이 있는 경우, 전화금융사기피해 예방 관련 규정으로 핸드폰으로 추가 계좌

   개설이 불가하며 직접 은행 방문 및 계좌개설 후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신청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공동명의 계약자는 계약자 모두)이 신청

   하셔야 하며, 대리인(배우자 포함)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보증수수료, 인지대 미납세대는 중도금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당 “투기과열지구”는 금융감독원 지시사항으로 중도금대출 취급 시 세대원의

   주택보유수 검증이 필수사항으로 본건 중도금대출 신청 시 차주와 공동소유자 

   및 모든 세대원이 동일 날짜에 함께 방문해 주십시오. 

    ☞ 공동소유자 및 세대원: 신분증 지참(필수)

 ※ 부득이 미방문 세대원은 첨부된 위임장 작성으로 갈음합니다.

 ※ 세대원 중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 받아, 자서 예정이므로 미성년

   자녀 방문은 필요없으며 아래 서류를 추가 준비하여 방문해 주십시오.

    ☞ 기본증명서 (미성년 자녀 각각 상세내역필수, 동사무소 발급)

▶ 견본주택 내 세대내부(UNIT)는 현재 공사 중으로 관람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