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안 신도시 단 하나의 지식산업센터

시행 시공 위탁

입 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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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의 입주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예정대로 입주가 시작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 안내서를 읽으시고 입주와 잔금 및 중도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2022. 12. 16(금요일) ~ 2023. 02. 17(금요일) / 64일간

※ 상기 입주지정 기간은 해당 관청 건물 보존등기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기준 제11조①항 참조)

※   입주기간 종료일(2023. 02. 17) 이후 분양대금의 미납금에 대한 그 경과일수에 연 13%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신청된 연체료(분양계약서 제3조③항 참조)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절차

구분 내용 장소

1 입주예정일 신청

•입주예정일 신청

2022. 12. 16(금요일) ~ 2023. 02. 17(금요일)

•입주신청서 FAX & 방문신청(*유선 접수불가)

관리사무소(지하 1층)

2
중도금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 안내

•중도금 대출금액 상환

(입주개시일 이후 발생된 중도금대출이자 포함)

중도금 대출은행

•하나은행

•SBI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3 잔금납부 및 제비용 납부
•잔금납부 및 제비용 납부(미납금액, 연체료 포함)

→ 입주지원센터(잔금상담), 관리사무소(선수관리비 예치 등)

잔금 대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4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 체결

관리비 예치금 납부

•관리규약 및 관리계약 체결 관리비 예치금 납부 후 영수증 수령

→ 인테리어 공사시 공사 예치금 납부
관리사무소(지하 1층)

5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및 

입주증 발급

•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중도금대출 상환영수증, 선수관리비납부 영수증 

확인 후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및 입주증 발급

입주지원센터(1층)

※ 별도위치 개시안내

6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방세감면

•분양대금 및 제비용 납부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 지방세 감면(법무사 상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취득세(농특세, 교육세포함) 50% 감면 

법무법인 재유 

7 시설물 인수인계 및 A/S
•호실 열쇠 수령

•시설물 인수인계(✽입주증, 관리계약 지참)
※ 별도위치 개시안내

8 입주 •입주 신청일에 입주

03 _ 입주지정기간

 입주절차

04 _ 입주예정일 신청

 중도금 대출상환 및 이자 납부안내

05 _ 잔금납부

06 _ 관리계약 체결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및 입주증 발급

07 _ 소유권 이전등기 및 지방세 감면 안내

08 _ 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A/S

 입주 및 유의사항

11 _ 생활편의시설 안내

 부록

이것만은 꼭 챙겨오세요~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1)

2. 분양잔금 납부 영수증

3. 중도금 대출상환 확인서(해당 호실)   ※ 중도금대출 해당 은행발급

4. 관리비 예치금 납부 영수증   ※ 관리사무소(지하 1층) 발급

※ 대리인 방문 경우 추가서류

① 인감증명서 (위임용)

② 위임장(첨부)

※ 위임장 양식 입주지원센터 비치(공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③ 위임자(분양계약자) 및 수임자(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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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가. 납부기한 : 입주지정기간 [2022. 12. 16(금요일) ~ 2023. 02. 17(금요일)]

나. 납부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지식산업센터

하나은행

115-910046-049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기숙사 115-910046-06104

근린생활시설 115-910046-05504

※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동일 계좌

• 납부 방법 : 상기 계좌로 무통장 또는 인터넷 뱅킹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호수+업체명(계약자명)”으로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납할인 및 연체료(분양계약서 제3조 ①, ②, ③항 참조)

- 분양대금에 대해 선납할인 적용은 없으며,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기간종료일(2023. 02. 17) 이후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의 미납금에 대하여 연 13%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입하셔야 합니다.

다. 잔금 대출은행 안내

은행 담당 지점별 담당자 연락처

국민은행 도안가수원 지점 한종 팀장, 길기영/유현주 팀원
042-606-2916

042-606-2925, 2920

농협은행 대전터미널/홍도동 지점 성여식 과장, 양성운 계장
042-630-5709

042-630-5722

신한은행
엑스포타워금융센터/노은/

대덕테크노벨리금융/도안 지점
노은지점 이성욱 부지점장 042-476-4789

우리은행 엑스포타워금융센터 지점 최문석 부지점장, 서덕우 과장 042-862-6307(내선410, 411)

하나은행 강남역금융센터/도안 지점 김현정 팀장/최용석 팀장 02-2106-5725/042-221-1111

※ 잔금대출 취급 시 취급된 중도금 대출금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 잔금대출 관련 사전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대출 취급은행과 사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대출 기관은 계약자 편의를 고려하여 예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주예정일 접수 안내

가. 신청서 접수방법

구분 내용 장소

2022. 12. 16(금요일)부터

접수가능

관리사무소(지하 1층)

FAX : 042-824-8912

•입주예정일 신청서 작성 후 내방 또는 팩스 접수

※ 팩스 송부 후 정상접수 여부를 반드시 
관리사무소(☎042-824-8911)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공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입주일자는 분양대금납부 및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나. 화물용 승강기 배정

회차 시간 비고

1회차 09:00 ~ 12:00

1일 3회 운영2회차 12:00 ~ 15:00

3회차 15:00 ~ 18:00

•상기 화물용 승강기 배정 회차는 허용운영시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접수 후 특정 일자에 입주가 집중될 경우 화물승강기(2기) 운영계획에 따라 입주일을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선착순 배정), 

분양계약자는 관리사무소 결정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입주일자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로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입주일을 확정하지 못하신 업체는 별도 통보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상환 및 이자 납부안내

가. 중도금 대출상환안내

①   중도금 무이자대출은 분양대금 중 중도금(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금액의 60%, 근린생활시설 분양금액의 30%) 대출의 이자를 입주지정기간의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는 제도입니다.

②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의무는 입주지정 기간(2022. 12. 16 ~ 2023. 02. 17) 최초일 전일 2022. 12. 15까지이며, 이후(2022. 12. 16)에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대출당사자(분양 계약자, 즉 대출차주)의 부담입니다.(분양계약서 제4조⑥항 참조)

③   중도금 대출상환은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상환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아래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도금대출 상환계좌의 경우 분양계약자 개별계좌로 상환을 하시기 때문에 은행담당자와 필히 협의하시기 바라며 중도금대출 상환 완료 후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잔금대출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려고 할 시 해당 잔금대출 은행지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별로 대출지점이 상이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위하여 해당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나. 중도금 대출은행

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하나은행 김현정 차장 02-2106-5725

SBI 저축은행 전희연 사원, 김주희 사원 02-3416-4177, 02-3416-4265

대신 저축은행 곽근형 대리, 양태정 대리 053-219-3184, 053-219-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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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및 지방세 감면 안내

가. 소유권 이전등기 사전안내

①   잔금을 은행대출로 납부하실 경우 대출실행과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같은날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므로, 잔금납부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지정법무사에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다항 참조)접수 및 잔금진행일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② 소유권 이전등기 및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상담은 아래의 지정법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법무사 주소 담당자 연락처

법무법인 재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0, 702호

(둔산동, 봉화빌딩 법원정문 앞)
이정진 사무장

TEL 042-482-1593

FAX 042-482-2902

H·P 010-5439-0953

③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

▶ 보존등기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소에 접수

-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 완납시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 완납시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기의무기한 경과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 감면 안내(근린생활시설은 지방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 감면 내용 : 취득세 50%, 재산세 37.5%(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의 2 제2항 참고)

(지식산업센터 시설을 분양받으신 계약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상 입주 가능 업종이어야 하며,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 감면 조건(지방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②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③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감면업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분양자가 직접 사용할 것(감면적용 후 임대, 무상임대, 개인이 분양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징 사항에 해당 됨.)

(감면 적용 후 위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시청에 자진신고·납부/미이행 시 본세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징됨)

- 취득세율

분 류 취득세(취·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기본세율 4% 0.4% 0.2% 4.6%

기본세율-감면적용시 2% 0.2% 0.1% 2.3%

다. 소유권 이전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분양계약서 원본

(전매계약서 원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사용인감 무관)

- 잔금완납증명서

- 중도금완납증명서

- 신분증

- 분양계약서 원본

(전매계약서 원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5년 이내 주소변동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 도장 (막도장 무관)

- 잔금완납증명서

- 중도금완납증명서

- 신분증

✽분양권을 전매하여 취득하신 경우 추가 준비서류(여러번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 해당)

매매 : 매매계약서 원본(검인필) / 증여 : 증여계약서 원본(검인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국번없이 1357

관리계약 체결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가. 관리계약 체결

체결장소 연락처 구비서류 체결방법

성진자산관리(주) (지하 1층) ☎ 042-824-8911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분양계약자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리비예치금 납부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체결

•임시관리사무소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나. 관리비예치금 납부

•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향후 매도, 전출입시 미납 관리비 정산 후 환불 또는 신규 입주자와 

승계토록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예치금 : 1㎡당 5,000원(분양계약면적 기준) 

- 산출 예시 : 분양계약면적 69.76㎡인 경우 69.76㎡ × 5,000원 = 348,800원

관리비예치금 입금액 348,000원(백원단위 절사)

※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호실별로 상이하니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42-824-8911)

•납부시기 : 입주증 발급 전

•납부계좌 : 하나은행 374-910040-24704     •예금주 : 성진자산관리(주)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납부방법 : 무통장 또는 인터넷 뱅킹

- 입금 시 “호수+업체명(계약자명)”으로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법인사업자 101호의 경우 → 101호 대전전자, 일반사업자 101호 경우 → 101호 홍길동)

- 관리비예치금의 현금납부는 금융사고 및 입주지원업무 처리지연 등의 사유로 현장에서 수납할 수 없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부담 기준일

- 관리비는 열쇠 인수일과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로부터 계약자 부담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23.02.17)이후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 납부 및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 부담입니다

다. 입주일자 및 승강기 배정확정

① 관리계약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일자 및 승강기 배정을 확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잔금납입 전 입주일자 예비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정받은 예비입주일자는 관리사무소의 확정 이전에는 효력이 없으며, 예비입주일자 이후 입주하실 

경우 승강기 배정 운영계획에 따라 잔여 일자 및 회차가 배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테리어 공사 예정 입주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승강기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및 입주증 발급

발급처 구비서류 발급기간 발급시기

입주지원센터(1층)

※ 별도 위치 개시안내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

•신분증(대리인 위임장 지참)

2022년 12월 16일부터

오전 9시30분 ~ 오후 4시30분

(점심시간:12시~1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설명절 연휴기간 입주지원센터 휴무(23년 1월 21일(토)~1월 24일(화))입니다.

① 인테리어 공사 시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공사승인을 얻고 제반서류 제출 후 가능하며, 공사예치금(50만원 / 호실 당)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② 공사비 예치금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관리사무소의 인테리어 공사 완료 확인 점검을 받아야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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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층별 하중관련 (설계규정 중량)

위치별 용 도 층별하중(단위 : KN/㎡)

지하 1층
주차장 14.50

근린생활시설 12.50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4.22

지상 3층
주차장

12.92

지상 4~7층 10.72

지상 2~16층
지식산업센터(공장) 

제조형/업무형(8층~16층)
12.72 / 9.50

※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1층 주차시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 높이 2.5m 이상의 차량 및 2.5톤 초과 화물차, 2.5톤 윙바디, 장축 등 개조차량 등은 이사 및 공사시 램프사용이 불가하므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신 후 하역장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8. 유리에 단열필름 부착금지 및 하자보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외부 석재시공)

당사 기준은 로이유리가 적용되어 단열필름부착이 금지되어 있으며, 필름부착으로 인한 유리의 파손은 하자보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산업센터(외단열 – 커튼월 단열시공)

입주자의 확장 공사 시 단열조치(단열재, 유리면 단열필름 부착 등)로 인한 결로, 유리파손은 하자 보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주 후 안내

1. 전기설비

1) 당 건물을 22,900V특고압 수전 설비로 호실별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어, 방제실에서 각 호실 별로 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2) 공급전원은 3상 380V / 단상 220V 또는 단상 220V로 배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전기사용은 각 호실별 계약용량 초과 사용 시 화재 및 정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각종기기 및 장비의 용량을 산출 하시어 

계약용량 이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각 호실별 계약용량 초과 시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부담으로 전기설비 일체를 증설 또는 보완하여 재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호실별 계약용량은 전용면적 1제곱미터당 기본 133VA입니다]

2. 가스설비(LNG)-근린생활시설만 해당

해당 상가의 가스공급은 각 호실에 볼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후 계량기, 경보기 설치 및 계량기 결선은 입주자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설비

소방설비는 소방법에 의해 준공되었으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구획이 변경(칸막이)되거나 천장이 설치 또는 제거되는 경우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소방시설 일체를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증설, 보완 또는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설비는 반드시 난연, 불연자재 및 방염필증을 첨부할 것)

4. 급수, 배수설비

각 호실 천정에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량기 이후 공사는 입주자께서 하시기 바라며, 원격 검침이 가능합니다. 배수시설은 실내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5. 냉난방기 설치 시 유의사항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는 개별 냉난방 시스템적용으로 입주자께서 입주자분들의 비용 부담으로 냉난방설비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6. 적재금지

1) 복도, 계단 등에 일체의 물건 적치를 금합니다. 화재 위험 및 입주자의 물건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방법에 저촉되는 옥내소화전, EPS실 전면 등은 비상시 사용하는 시설로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적재를 금합니다.

7. 전화 및 인터넷 사용

각 호실별로 전화, TV, 인터넷 신청 시 사용가능합니다.

시설물의 인수인계(열쇠교부) 및 A/S

장소 구비서류 기간 운영시간

※별도 위치 개시안내 입주증, 신분증 2022년 12월 16일부터

오전 9시 ~ 오후5시

(점심시간 : 12시~1시)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열쇠교부는 해당 분양 호실에 대한 시행사의 제반 관리의무 및 권한을 분양계약자에게 최종 인계하는 단계로 개별 인테리어 시공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 업자의 

열쇠교부 신청은 내부 시설물의 사용, 도난, 손괴 등의 문제발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인테리어 시공 등은 정식으로 열쇠를 인수하신 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및 유의사항

가. 입주 시 유의사항

1. 입주개시일 : 2022. 12. 16(금요일)

2. 입주일자는 잔금납부 및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감안하시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3.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개시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기타 제비용을 납부 하시고 입주증 및 열쇠를 수령하신 업체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테리어공사, 개별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폐기물은 입주업체 부담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 시 폐기물 처리조건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바닥 보양용 골판지 및 비닐은 입주자 폐기물 처리)

5. 시설물 변경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최초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6.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변경되는 각종 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하시고 관리사무소에 필히 도면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인테리어 공사 시 하자보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지정된 입주일자 및 예약하신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 당일 

관리사무소의 입주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   이삿짐 운반 및 인테리어 공사 시 공용 시설물(승강기, 유리창, 전등, 타일 등) 및 내부 설비 파손에 의한 누수사고 발생 시 입주 업체에서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협력업체 계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식산업센터(공장),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물 개조에 대하여는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숙사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는 주방 방수공사 및 하수 배관공사에 유의하시어 입주 후 누수나 막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라며, 

민원 발생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간판설치는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인허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지정된 위치와 규격, 색상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동절기에 외부 창문 개방에 인한 스프링클러, 수도 등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에는 창문을 개방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4. 실내에서 설치된 배수배관에는 유독물질, 약품 등의 배수는 절대 금지합니다.

15.   복도, 계단 등에 일체의 물건 적치를 금합니다. 화재 위험 및 타 입주사의 물건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방법에 저촉되는 옥내소화전, 

EPS실, 엘리베이터홀 전면 등은 비상시 사용하는 시설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적재를 금합니다.

16. 설계하중 이상의 중량을 적치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하중을 참고 하시어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8. 승강기 이용

본 건물에는 인승용 및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적재하중 이상 실을 경우 승강기 사고 및 파손이 우려되오니 적재하중 이내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환기설비

지하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에는 각 세대 천장 상부에 주방배기덕트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V.D 이후 2차측 덕트 설치는 입주자께서 

입주자분들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입주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분양대금(납부상담) 및 입주증발급 입주지원센터 042-822-2015

- 입주예정일 신청

- 입주예정일 변경신청 및 관리비납부(예치금)

(인테리어 공사 신청 및 공사안내)

관리사무소(지하1층)
TEL 042-824-8911

FAX 042-824-8912

A/S 접수, 열쇠교부, 시설물 인수인계 별도 위치 개시안내 ✽추후 별도 안내

소유권이전등기 및 세금관련
법무법인

이정진사무장

TEL 042-482-1593

FAX 042-482-2902

H·P 010-5439-0953

※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는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편의시설 안내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유성구청

(세무과)
042-611-2233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1357

대전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1544-0773 대전신용보증재단 유성지점 042-380-3807

목원대 우체국 042-822-8740 대전유성 소방서 042-270-1613

부록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은행 안내문]

계약자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별 안내 드리오니 필요하신 계약자 님께서는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임  장

수임자 (대리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아래 호실의 입주업무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분양계약자)

업체명(대표자명) (인)

위임호실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첨부: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귀중



KB국민은행의 지식산업센터 구입을 위한 대출 안내

도안 『THE LIV 시그니처』 소유권이전 잔금 대출

● 대출대상 : 유성 복용동 『더리브』 지식산업센터 소유권이전을 위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의 당행 기업 신용등급 일정 등급 이상

● 대출한도 : 감정가격의 80%이내(업종, 신용등급, 기존대출 사용금액 등에 따라 차등)

- 추가 담보(아파트, 토지, 상가 등) 제공 시 최대 90%까지 가능

● 대출금리 : 최저 5.10% ~

- 금리 산출 기준 = 제조업종 / 신용등급 2등급/ 1년 일시상환/ 담보 100%/ 3개월 변동금리

※ 2022.9.26일 현재 MOR금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주 고시되는 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변경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또는 3년 일시상환식, 15년이내 분할상환

-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금리는 상승됨.

● 채권보전 : 사업장 담보(대출 비율에 따라 일부 신용 포함될 수 있음/별도 담보 제공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1.2%(변동금리), 1.4%(고정금리) ~ 0.0%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 비용 :

- 수입인지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수입인지 면제 되며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됨(고객과 은행이 각 50%부담)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준비 서류 :

- 개인기업 : 분양계약서(계약금, 중도금 영수증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1년~), 국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1부(주소 변동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2부), 인감도장, 신분증

- 법인기업 : 영업점에 별도 문의(기업신용평가로 인해 별도 상담 필요)

※ 별도의 급여소득 있을 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신용평가에 유리)

 고객별 신청금액 및 신용등급, 업종 등 상황에 따라 대출금액/금리/필요서류 등이 다르오니

 아래 영업점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                            지점            담당자                                                       전화번호                                       도안가수원
팀장  한종
팀원  길기영, 유현주

042)606-2916
606-2925, 2920

입주 예정일 신청서

•계약자 동·호수                                     

•계약자명 

•담 당 자 :                                                (연락처 :                                      )

• 입주예정일 신청(입주증 발급 후, 공사 가능)

① 인테리어 공사 개시 예정일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일간)

② 입주(이사) 예정일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일간)

③ 입주인원                   명

• 입주 예정일 신청화물 

- 화물 승강기 사용 신청

① 화물 승강기 사용 여부 : 사용(        )        미 사 용 (        )

② 화물 승강기 사용 시간 : A시간(        )  09:00~12:00

 B시간(        )  12:00~15:00

 C시간(        )  15:00~18:00

※ 화물 승강기 사용을 원하실 경우 A, B, C시간 중에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V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접수 후 특정 일자에 입주가 집중될 경우 화물승강기(2기) 운영계획에 따라 입주일을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선착순 배정), 

분양계약자는 관리사무소 결정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입주일자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자 상   호                                             

대표자                                             (인)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관리사무소 貴中



대출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취급지점 신한은행 노은지점, 엑스포타워금융센터, 대덕테크노벨리금융센터, 도안지점

대출한도
분양가의 최대 70~80% 범위내 (부가세 제외)
개인신용등급 및 임대업의 경우 RTI산정에 따라 한도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2~3년 (만기는 신용등급별 상이하며 만기 도래시 최장 10~15년까지 연장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분할상환 (부동산임대업 신청금액 1억 초과시 RTI기준 적용)

대출금리

[사업자대출]

최저 연 5.08% (금융채6개월물+1.34%, A등급기준)
~ 최고 연 5.18% (금융채6개월물+1.44%, BBB+등급기준) 2022.09.27기준
(금리는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매일 변경고시되며 대출취급후 6개월 기준 변동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자부과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이자 납입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잔여기간 사업자대출 1개월 미만시 면제)

대출비용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비용 고객부담)
수입인지세(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담보물건 화재보험료 고객 부담

필요서류

① 분양계약서 원본 ② 인감증명서 2부 ③ 인감도장 및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이력 5년 이내 포함)
⑥ 사업자등록증사본 ⑦ 소득금액증명원(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⑧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동사무소)
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2년 신규 임대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대출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노은지점 부지점장 이성욱 010-9121-9820
대덕테크노금융센터 부지점장 김진성 010-8403-1045
엑스포타워금융센터 부지점장 장희윤 010-9191-1865
도안지점 부지점장 박윤정 010-2595-9336

※ 이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열람,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여신심사 승인 심사결과에 따라 상기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출 한도 및 기간이 달리 적용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금융기관 신용 관리대상 정보등록 또는 원리금 납입능력 미흡 등 대출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 적용되며,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기업대출용)를 은행에 제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자대출의 경우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영업점 담당자에게 별도 상담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더리브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 분양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상품명 : NH기업성장론(일반시설)】
※ 당행 내부 심사결과에 따라 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최저 연 4.79% ~ 최고 연 5.51%
[최저금리 : 2022.09.27. 월중신규COFIX(6개월 변동) 2.96%, 감정가격 300백만원, 대출금액 240백만원, NH기업성장론, 대출기간 3년, 
시설자금 만기일시상환, 최대 우대금리 적용, 임대업 제외, 신용등급 1등급 기준]
※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담보가액, 대출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저금리 및 최고금리는 신용등급,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당행 기준금리 : 금리 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 일 변동, NH Bank금융상품몰-공시실-대출-대출금리에서 확인 가능

우대금리
최대 0.72%p(실적별우대금리 : 0.40%p, 기타우대금리 : 0.32%p)
(   실적별 우대금리 : 2022.09.27.현재, 카드이용실적(신용,체크 3개월) 200만원 이상 0.20%p, 자동이체처리(매월)3건이상 0.1%p, 
TCB평가서 기술등급 (T1~T6) 우대 0.1%p )

대출한도

소요자금 한도이내(최대 9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근린상가 LTV 차등적용
※ 대출한도는 차주의 신용등급, 감정평가금액, 업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RTI 1.5배이상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추가한도 필요시 별도 상담 요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및 할부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조건 충족시 1년 단위로 기한연장 가능)
※ 할부상환방식 : 대출 원금을 약정내용에 따라 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 대출실행일/별도지정일에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준비서류

□ 공통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납세증명, 대표자 신분증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주주명부
□ 정관 사본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3개년, 국세청 홈택스)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3개년)
□ 납부내역증명(최근3개년)
□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최근3개년, 상세내역 포함)
□ 대표자 및 주사업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시)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이사회의사록 사본(대출금액 확정 후 추후 안내)
□ 사업현황서(법인 및 단체) - 당행 양식(홈페이지)

□ 인감 증명서(본인 발급용) 2통
□ 인감도장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분)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기업신용평가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신청 영업점에 준비서류 별도 문의

※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에 한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 적용요율 × 잔여일수/대출기간 
- 단, 취급 후 3년 경과 또는 대출 잔여기간 1개월 미만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 적용요율 : 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 1.2%

□ 수입인지대금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및 감정평가비용 은행부담

-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또는 할인비용, 담보권말소(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화재보험 가입 대상의 경우 화재보험 비용은 고객부담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신청인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경우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납입 지연 시 대출이자율+연3%p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최고 연15%의 연체이자가 발생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2-20894-1호 (2022. 09. 27 ~2023. 09. 27),20220927

도안 더 리브 시그니처

대출 안내 (개인사업자)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4241
(2022.09.29.~2023.08.31.)

「더리브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 안내장

취급지점
NH농협은행 대전터미널지점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1층)

과장 성여식 042-627-7583

NH농협은행 홍도동지점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05 2층)

계장 양성운 042-630-5733



대상고객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계약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우리은행 내부신용등급 SOHO 5등급, BRR BB+ 이상

대출한도 분양가의 최대  85% 이내
※ 부가세 제외 기준이며, 임대사업자는 계약건별 이자상환배율(RTI비율) 1.5배 미달시 한도 축소될 수 있음

대출금리

구  분 자가사용 임대업 비  고

최저금리 연 4.36% 연 4.46% 3개월 변동금리 선택시
세부 산출기준 하단 참조최고금리 연 5.60% 연 5.80%

- 기준금리 선택가능 (2022.08.30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92%, 3년 고정금리 연 4.1%)
※ 최저금리 산출기준 : SOHO 1등급, 대출 2억원(유효담보가 100% 범위내),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 최고금리 산출기준 : SOHO 5등급, 대출 2억원(유효담보가의 70%), 기타는 위와 동일 조건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 (최고 연 15%)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 담보가액, 대출금액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3년 만기일시(분할)상환 (최장 15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임대사업자는 유효담보가 초과액의 10%를 매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
해  약  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해약금요율(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x (잔존기간/대출기간)
※ 대출 취급 후 3년 경과시 및 잔존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면제

부대비용
(고객부담)

① 국민주택 채권매입비용 (단,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 : 대출금액의 120%

②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은행 50%, 고객 50% 부담)

③ 화재보험 비용 : 대출금액의 110% 화재보험 가입

대출신청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준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분양(매매)계약서,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 포함하여 발급),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통,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임대차계약서(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법인사업자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3개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최근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국세), 법인인감증명서 2통, 이사회의사록 사본

유의사항 * 구분 건물만 취급 가능 : 견고한 구조물에 의해 다른 전용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건물일 것

* 대출 취급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내용은 2022.8.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RTI(입대업 이자상환배율), 보유 중인 우리은행 및 다른은행 여신 등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취급시점의 기준금리 변동, 신용등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나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09.13 준법감시인-8646 심의필 (유효기간 : 2023.06.30)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잔금대출 안내

최저 연 4.36%
 ~ 

최고 연 5.80%

(2022. 08. 30 건별대출 ,

3개월 변동금리 선택시)

엑스포금융센터 부지점장 최문석(010.6477.5129) 대전중앙지점 차장 최희원(010.2696.1302)
대전금융센터 차장 최영진(010.5094.4355) 용문역지점 차장 장창선(010.8825.8648)
대덕지점 과장 김준웅(010.4620.9747)

대출대상
대전 도안신도시 더리브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단,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건설업,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영위 업체 제외)
✽ 부동산임대업은 별도 상담

대출한도
분양가(VAT제외)의 최대 90%내
(단, 손님의 신용도와 정책제한(RTI)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연이율)

변동금리 최저 연 4.85% ~ 최고 연 6.16%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률) 3.28% + 가산금리 (최저)1.57% / (최고)2.88%]
최저금리기준 : 2022.10.04현재, 내부신용A1등급 법인기준,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담보유효가 100%
최고금리기준 : 2022.10.04현재, 내부신용B4등급 법인기준, 대출기간3년, 대출금액 1억원, 시설자금대출, 일시상환, 담보유효가 60%
✽ 이자 산정방법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종류,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선택하신 변동주기(3개월)에 따라 변동됩니다.

상환방법/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

- (부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15년 이내
✽ 단, 1년 미만 취급 불가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고정금리대출 1.4%, 변동금리대출 1.2%)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단,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각 50% 부담
(손님 부담금 예시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17만5천원)

- 근저당권설정비용 : 면제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손님 부담)

필요서류

[공통준비서류]
ㅇ 분양계약서 원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ㅇ 신분증,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ㅇ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법 인]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최근 3개년)
ㅇ 표준 재무제표 (최근 3개년)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사본
ㅇ 주주명부사본

[개인사업자]
ㅇ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
ㅇ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

(최근 3개년)

(기준일자 : 2022.10.04 현재)

도안신도시 더리브 시그니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하나은행 잔금대출 안내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본 한시 취급 대출은 한도(1조원 이내)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됩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강남역금융센터지점
팀장 김현정(02-2106-5725, 010-6485-8771)
대리 구본경(02-2106-5793)

도안지점
팀장 최용석(042-221-1111, 010-3222-0323)
과장 고성진(042-221-1111, 010-9983-6663)
FAX수신거부 080-09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