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재단 공고 제2017-12호

2017년도 화물복지재단 금융지원사업 공고

화물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금융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화물복지재단 이사장

4. 신청 제한
1.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유가보조금카드 사용 실
적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

◦ 타 금융사 화물차 담보 대출상품(할부,

제한

단, 5톤 초과 시 일부 차종 취급 제한

◦ 대출한도 : 담보 차량가액

5. 유의사항

(‘17. 5. 25 기준_ 대출금리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신차 : 4.2 ~ 5.9%

◦ 대출상담, 자격심사, 대출금 지급, 담보권 설정 등 대
출과 관련된 업무는 제휴 금융사인 현대커머셜에서

- 중고 : 6.2 ~ 7.9%
◦ 금리할증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금리
에 0.5% 가산 적용됨

※ 5톤 초과, 대출금 2천만 원 미만, 대출기간 36개월 미만. 선수율
10% 미만, 단독세대, 다중채무자(3건 이상), 거치 상품
◦ 대출기간 : 24~72개월

진행

※ 재단은 금융 또는 여신 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대출 관련
업무(상담, 심사 등) 불가
◦ 대출계약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대출상담 시 개별적
으로 안내됨
◦ 전용상품 대출은 화물복지재단 회원 대상 지원 사업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전환대출, 담보운영자금 등)

이므로 대출금 지급일 이전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필수
◦ 재단의 사업 예산에 따라 전용상품 대출이 제한될

3. 신청 방법

수 있음

① 콜센터 상담·신청
- 금융지원사업 전용 콜센터(02-2623-7474)를 통해 전
화상담 및 대출 신청 진행

6. 제휴 금융사

② 제휴 금융사(현대커머셜) 지점 방문 또는 전화문의

◦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1577-5200

- 지역별 제휴 금융사 지점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대출상담, 필요 서류 제출 등 진행

* 요청 시 지점 담당자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가능
※ 현대커머셜 지점 안내
지점
강북지점
강서지점
수원지점
천안지점
원주지점
부산지점
창원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이용 시 전

당 설정된 차량담보에 대한 추가(후순위 담보)대출은

◦ 대상차종 :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 대출용도 : 제한 없음(차량구입,

론 등)

환(환승) 목적의 재단 전용상품 신청은 가능하나 근저

◦ 대출종류 : 화물차 구매·운영 담보 대출

◦ 대출금리

드 발급) 사용 실적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제한

2. 전용상품 안내

-

◦ 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 (신한, 국민, 우리, 현대, 삼성카

주소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재화스퀘어빌딩 14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7 코레일유통빌딩 7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87-4 KT천안빌딩 5층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202 현대라이프빌딩 3층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8, 18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STX빌딩
대구시 중구 남일동 110-1 현대캐피탈 대구사옥 6층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9-7 현대캐피탈 빌딩 4층

전화
02)3275-4940
02)2600-8510
031)259-9006
041)589-3820
033)747-2942
051)400-1107
055)210-8720
053)757-3904
062)949-2730

7. 상담 및 문의
◦ 금융지원사업 전용 콜센터

02) 2623-7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