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거, 견본주택 내방시 고열 (37.5도 이상),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공식 홈페이지 www.신진주역세권데시앙.com)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내

-   시        간  :  오전 10:00 ~ 오후 04:00 사전방문 예약 진행 [점심시간 오후 12:00 ~ 오후 01:00 미진행]

-   장        소  :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 [진주시 충무공동 87-20번지]

-   예        약  :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공식 홈페이지 [www.신진주역세권데시앙.com] 

                          2022년 02월 14일(월) 오후 18:00 이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선착순 예약 진행

-   문        의  :  사전예약 문의 1533-0711 (분양사무소) 

-   필요서류  :  각 은행 별 안내문 참조

 중도금 대출 자서 안내

-   중도금 대출 1회차 실행일 [2022년 3월 31일(목)] 2주 전에는 대출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미 신청 또는 늦은 신청으로 인한 대출 불가시 연체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대출이자는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계약자는 입주시점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에서 대납한 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 시작일부터의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은행 및 고객이 50%씩 부담)등 제반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중도금 대출 자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 자서 기간에 한해 1회 변경 (추가 및 취소)이 가능하오니 희망하는 세대는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진주역세권데시앙 추가선택 품목 (유상옵션)공급계약서]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변경 제한) 2항에 의거 선택품목 취소의 경우

   선택품목의 계약금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되며 이후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유상옵션계약서, 계약자보관용입금증 (옵션계약서 미 지참시 변경 불가)

 유상옵션 변경(추가 및 취소)관련 안내사항

 대출은행 안내 및 일정

은행 동 및 타입 일정

하나은행 101동(1호라인),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1층~13층)
03월 02일 ~ 06일 (수 ~ 일요일)

KB국민은행 106동(14층,15층)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새마을금고 121타입 (101동 2, 3, 4호라인) 03월 10일 ~ 12일 (목 ~ 토요일)

 ※ 최근 코로나 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융기관 자서일정을 달리 계획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일정 내 중도금대출 미신청 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자님

신진주역세권 데시앙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도금 1회차 납부일을 당초 "2022년 03월 15일(화)"에서 "2022년 03월 31일(목)"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발코니확장비 및 옵션계약 중도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2022년 03월 15일(화)에 납부 부탁드리며, 

공동주택 분양대금의 1회차 중도금 납부기일만 변경되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도금 자서 일정 이후 해당 견본주택은 폐관할 예정이오니 자서 시 관람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