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입 층별기준 3차 중도금 (10%) 타입 층별기준 3차 중도금 (10%) 타입 층별기준 3차 중도금 (10%)

59A

1층 24,500,000

84A

1층 32,700,000

99A

1층 37,900,000
2층 26,400,000 2층 34,500,000 2층 40,100,000
3층 27,600,000 3층 35,800,000 3층 41,400,000
4층 28,300,000 4층 36,600,000 4층 42,300,000
5층 28,900,000 5층 37,300,000 5층 43,200,000

6~14층 29,400,000 6~14층 37,900,000 6~14층 43,900,000
15~18층 29,740,000 15~18층 38,280,000 15~18층 44,300,000

59B

2층 25,900,000

84B

1층 32,300,000

99B

1층 37,200,000
3층 27,100,000 2층 34,100,000 2층 39,400,000
4층 27,800,000 3층 35,400,000 3층 40,700,000
5층 28,400,000 4층 36,200,000 4층 41,600,000

6~14층 28,900,000 5층 36,900,000 5층 42,500,000
15~18층 29,240,000 6~14층 37,500,000 6~14층 43,200,000

59C

1층 24,400,000 15~18층 37,880,000 15~18층 43,600,000
2층 26,300,000

84C

1층 32,500,000
3층 27,500,000 2층 34,300,000
4층 28,200,000 3층 35,600,000
5층 28,800,000 4층 36,400,000

6~14층 29,300,000 5층 37,100,000
15~18층 29,640,000 6~14층 37,700,000

15~18층 38,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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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3차중도금 납부 안내문

여주역 우남퍼스트빌 계약자 여러분께

 귀 댁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안내는 2021년 11월 30일 분양대금 3차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른 납부안내이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금대출을 신청하시어 대출심사를 통과하신 계약자님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자동입금 처리되며, 중도금대출 
미신청 및 부적합 세대는 직접 납부하셔야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일자 및 납부계좌

 ① 납부일자 : 2021년 11월 30일 (화)

 ② 납부계좌 : 국민은행 242401-04-381900 (예금주 : ㈜우남건설)

2. 분양대금 안내

  ①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 계약자님 ⇒ 해당 약정일에 분양대금 지정계좌로 국민은행 해당지점에서 자동 입금 됩니다.

  ② 본인이 직접 납부하시는 계약자님 ⇒ 참조의 ‘분양대금표’를 참고하여 금액을 확인하시고 해당금액을 납부바랍니다.

 
 3. 선납할인과 연체안내 및 유의사항

  ①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할 경우 연 2%의 이율로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선납할인 시 실제납부금액이 감소하

여 취득세가 절감되는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율 적용 순서는 중도금차수의 순서대로 일할 산정하여 납부처리되며, 납부일자에 따라 할인금액이 상이하오니 계약하신 세대

의 정확한 할인료는 아래 4번에 기재된 분양관리팀으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신 후 납부바랍니다. 

  ② 분양대금 선납 시 분양계약서 제7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분양대금 입금은 당행(국민은행) 및 타행 송금이 모두 가능합니다.

     ※ 단, 입금시 계약하신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입금하셔야 수납처리가 가능하며, 계약자 또는 대리인 성명으로 입금 시 확인

이 지연되거나 수납처리가 불가하여 오류입금 처리 및 수납불가에 따른 연체료 발생이 있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약정일 경과 후 납부 시에는 분양계약서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요율이 5.59% 적용되어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

여야 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타 계좌로 입금하실 경우, 입금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⑥ 당사는 분양계약서 제6조에 따라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며, 당사에서 알선한 중도금대출에 한하여 입주지
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 031 - 679 - 1693, 1662 (분양관리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분양대금표]                                                                    (약정일자 : 2021.11.30. / 단위 : 원)

             2021.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