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 대출신청 안내문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계약자님 가정에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 현장의 중도금 집단대출 취급은행이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중도금 대출자서를 진행하
고자 안내하오니 착오 없이 준비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대출 신청기간에 한하여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중문, 알파룸
도어등)  추가계약 및 선택사항 변경등을 진행하오니 희망하시는 계약자님께서는 별도 안내
문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오며, 공사 진행과정상 불가피하게 금번 대출신청 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는 별도의 유상옵션 신청(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도금 대출 신청안내

2. 기타안내사항
 1) 대출신청은 계약자본인이 직접방문 하셔야하며, 대리신청은 불가 합니다.
 2) 계약자의 신용상의 문제, 보증서 중복, 한도초과 등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현금으로
    중도금을 납입하셔야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공급계약서 제4조 2항에 의거 연체료가    
    발생하며, 제 2조에 의거 공급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공급계약서 제16조에 의거 중도금대출이자, 신용보증수수료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
   당사에서 납부하며, 입주지정개시일부터는 계약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연락처 : 국민은행 인천 남동지점 032) 429-2758, 청라지점 032)569-4084
            한신공영(주) 마케팅부 02) 3393-3320

※ 첨 부 : 금융기관 대출안내문 1부.  끝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2017년 11월 30일(목)∼2017년 12월 2일(토) 10:00∼16:00

※ 견본주택 및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많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지정일자에 내방을 
   부탁 드립니다.

11월 30일 (목) 12월 1일 (금) 12월 2일 (토)

591동~595동 596동~600동 미방문계약자

신청장소 인천시 서구 경서동 950-22 (청라한신더휴커낼웨이 견본주택)

취급기관 국민은행 (기타 대출조건은 별도 은행 안내문 참고)

구비서류 은행 안내문 참조

대출이자 
및

인지대

▸대출이자(보증수수료 포함)
 - 입주지정개시일 전일까지 당사 부담, 입주지정일 개시일부터는 계약자 부담
▸인지대
 - 계약자 부담 (75,000원)



유상옵션 신청 안내문
청라호수공원한신더휴 유상옵션(추가) 및 선택사항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며, 금번 추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사(입찰)진행 관계상 일체의 추가 
계약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시어 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 및 가격표
▸시스템에어컨

▸가스 하이브리드쿡탑

▸현관중문/알파룸도어

▸유상옵션 계약금(10%)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입 금 은 행 입 금 계 좌 예 금 주 명

국민은행 813201-00-056095 주택도시보증공사 피에프금융2센터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계약기간  2017년 11월 30일(목)∼2017년 12월 2일(토) 10:00∼16:00
계약장소 인천시 서구 경서동 950-22 (청라한신더휴커낼웨이 견본주택)

구비서류 계약자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 무통장 입금영수증
※ 대리 계약시 : 계약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타입 시스템에어컨(옵션구분) 공급금액(원)
합계 계약금 잔금

75 2개소  거실+안방 3,100,000 310,000 2,790,000
4개소  거실+안방+침실1+침실2 5,400,000 540,000 4,860,000

84A 3개소  거실+주방+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84B 3개소  거실+주방+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84C 3개소  거실+주방+안방 4,500,000 450,000 4,050,000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타입 품목 공급금액(원)
합계 계약금 잔금

전 타입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가스1구+하이2구) 600,000 60,000 540,000

구분 타입 품목 공급금액(원)
합계 계약금 잔금

현관 중문 전 타입 AL 슬라이딩(1도어) 600,000 60,000 540,000

알파룸 도어 84A,B AL 슬라이딩(1도어) 550,000 55,000 49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