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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주계약자) - 1
 메뉴 위치 : 모바일뱅킹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 > 중도금대출 신청
 부산은행 입출금통장개설, 전자금융가입, 공동인증서발급,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 입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벨에 따른 중도금대출 약정 상태]
라벨

상태
최초 중도금대출 약정 전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자
약정 후 공동계약자 약정 대기중
중도금대출 최종 약정 완료

[공동계약여부에 따른 라벨 변화]
구분

라벨 변화

공동 계약이 아닐경우
(주계약자 1명)

공동 계약일 경우

[인지세 안내]

 뱅킹 > 조회ㆍ관리 > 대출 >
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 클릭

·디지털전략부

 주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신청을
눌러주세요.
 진행상태에 따른 라벨 확인
 미신청 클릭

대출금액

고객부담 인지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5,000원

10억원 초과

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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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주계약자) - 2
 계약서 상의 분양계약일자를 확인하세요.
 인지세를 납부하실 부산은행 계좌에 인지세 만큼의 잔액이 있어야 대출 약정이 가능합니다. (타행계좌 선택 불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동의

·디지털전략부

 기본정보 확인

 분양계약일자(계약서 날짜 확인)

 공동계약자가 있는 경우
공동계약자 정보확인

 대출 비용(수입인지대) 납부계좌
선택(부산은행만 가능)

 최종 신청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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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주계약자) - 3
 전자 약정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자가 있는 경우 공동계약자의 인증이 완료되어야 대출 약정이 최종 완료됩니다.

 전자문서 확인 후 서류 제출 클릭

·디지털전략부

 전자약정(공동인증서만 가능)

 약정 완료

 각 신청서류 내려받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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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공동계약자) - 1
 메뉴 위치 : 모바일뱅킹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 > 공동계약자 인증
 공동계약자는 전자금융가입, 공동인증서발급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라벨에 따른 중도금대출 약정 상태]
라벨

상태
주계약자 약정 전
주계약자 약정 완료
공동계약자 약정 가능
공동계약자 약정 완료
최종 약정 완료

[공동계약에 따른 라벨 변화]
구분
공동 계약일 경우

 뱅킹 > 조회ㆍ관리 > 대출 >
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 클릭

·디지털전략부

 공동계약자는 공동계약자 인증을
눌러주세요.
 주계약자 중도금 신청 완료 후
인증가능

 진행상태에 따른 라벨 확인
 신청중 클릭

라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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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공동계약자) - 2
 중도금대출 신청정보를 확인하세요.
 주계약자의 인증이 완료되어야 공동계약자 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동의

·디지털전략부

 기본 정보 확인

 최종 신청 정보 확인

 전자문서 확인 후 서류 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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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모바일약정(공동계약자) - 2
 전자 약정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자가 약정 완료되어야 대출 약정이 최종 완료됩니다.

 전자약정(공동인증서만 가능)

·디지털전략부

 공동계약자 약정 완료

 각 신청서류 내려받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