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행 대출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장명

연간소득

거치기간1)

신청금액2)

적용법률3)

벌금액수4)

상환방안5)

1. 범죄사실 내용:

벌금 관련 정보

2. 전과 유무 및 내용:
3. 가족관계:

장발장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까닭6)

위에 적은 본인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은 위와 같이 장발장은행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빌리고자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위 본인 이름:

월
서명:

일

원의

장발장은행 대출 안내
대출신청서 작성 안내
☆ 대출신청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전자우편)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빈칸을 빠짐없이 채우시되, 이메일(전자우편)이 없거나, 직장이 없는 등,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없음’이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분들께 대출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서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후에 선정되신 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못합니다.
☆ 선정이 되신 이후에는 벌금액을 납부하시고, 영수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1) ‘거치기간’은 돈을 갚는 기간을 제외한 빌리는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최장 6개월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2) ‘신청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신청금액’은 선고받은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적용법률’은 벌금형을 받을 때 적용된 법률을 말합니다. 여러 개가 있다면,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벌금액수’는 빌리려는 액수가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재판을 통해 선고받은 벌금액수를 말합니다.
5) ‘상환방안’은 빌려드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1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6) ‘장발장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왜 돈을 빌려야 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청년, 어르신,
장애인, 수급권자, 생계곤란자 등의 사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 안내
☆ 대출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사본 1부(범죄사실 내역을 포
함), 벌금액 고지서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수용자의 경우 수용증명서 필요)
대출신청서 접수 안내
☆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위에 안내해드리는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대출금 상환 안내
☆ 대출금 상환은 약속하신 것처럼, 나눠서 상환할 수도 있고, 일시에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할 때는 다음 계좌
로 보내주시고, 장발장은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 388-910009-41804(예금주: 장발장은행)
대출금을 기일 내에 꼭 갚아주셔야 다음 분에게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대출 심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
습니다.
04317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64길 22, 다모빌딩 1층 (효창동)/ 전화/ 02)2273-9004/ 팩스 02)3672-0438
/ 전자우편 43199bank@naver.com/ 홈페이지 jeanvaljeanba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