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수청2지구 지엔하임 임차권 양도 관련 공지사항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가 추진하는 수청지구내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견본주택은 폐관이 예정되어 있는바,
금번 9월 임차권 양도행사를 마지막으로 월별 시행은 종료되며 입주시까지 2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오니 이점 필히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차권 양도행사는 지자체 코로나 19 거리두기 강화 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접
수제로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며 자세한 행사 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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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회 임차권 양도 일정 : 2021년 9월 10일 (금)
▣ 앞으로 시행될 임차권 양도는 5회차 중도금대출자서 및 입주 시점에 맞춰 총 2회에 한해서 시행될 예정이오며
단, 정확한 시행일정은 현재 미정이므로 임차권 양도행사 1개월 전에 사전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임차권변경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시는 계약자께서는 필히 금번 행사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 양도 방문 예약 접수 일정 안내
▣ 접수기간 : 2021년 09월 01일(수) 오전 10시 ~ 2021년 09월 05일(일) (5일간)
▣ 유의사항
① 코로나19 관련한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방문예약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오니 반드시 지엔하임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에 접속하시어 방문시간을 예약하신 후 시간에 맞춰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 지엔하임 검색(http://zienheim.co.kr/) ⇒ 온라인 방문예약
② 방문예약을 하지 않거나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양도가 불가합니다.
(양도 및 양수자가 함께 방문하셔야 견본주택 입장 가능 – 실내에서 대기행위 불가함)

3. 중도금 대출승계 업무
▣ 중도금대출 승계는 임차권 양도전 반드시 처리해야할 사항이므로 임차권 양도일자 이전에 대출기관인
원광새마을금고를 방문하시어 승계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금번 행사부터 견본주택 내부에서 대출승계는 불가함 (대출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야 함)
② 대출은행 업무상 대출승계를 위한 방문시 사전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방문일시 조율하여야 함
전화접수신청기간 : 2021년 08월 31일(화) (오후1시30분부터가능)
(은행 방문가능기간 : 2021년 09월 06일(월) ~ 2021년 09월 07일(화), 2일간에 한해 시행함)
※ 원광새마을금고 담당자 – 김승미과장 063-841-6511/6912
③ 양도, 양수인이 반드시 함께 방문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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