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4생활권 P4 토지잔금대출

2019년 1월 10일

1. 모집자금의 대출실행 내역
상품명
RE2018-024
RE2018-025

대출금액
(천원)
3,000,000
1,000,000

이자율

대출실행일

대출만기일

18.0%
18.0%

2018-04-27
2018-05-15

2019-02-27
2019-02-27

2. 진행 현황
- PF 금융주관사 변경
2018년 하반기 추진 M증권사의 금융구조로 자금 모집이 늦어짐에 따라
H증권사로 주관사 변경됨 (2018년 12월)
- 변경된 금융구조 및 그에 따른 건설사 변경 확정후 자금 모집중임
- 펀드랑은 주관사와 협의하여 본PF 자금모집에 협력중임
3. 현황사진

2018-11-06

* P4를 제외한 나머지 어반아트리움 공사 진행중 (좌측 하단의 P3는 준공임박함)
4. 상환계획
- 본PF 자금으로 2월중 상환예정이나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함

화성시 팔탄면 공장 신축사업

2019년 1월 10일

1. 모집자금의 대출실행 내역
상품명
RE2018-026
RE2018-029

대출금액
(천원)
140,000
140,000

이자율

대출실행일

대출만기일

18.0%
18.0%

2018-06-29
2018-07-24

2019-02-28
2019-02-28

2. 진행 현황
- 토목공사 및 바닥 매트공사 완료 (9월말)
- 부대토목공사 및 철골조립공사 완료 (10월말)
- 2018년 12월 건물 공사 완료됨
- 2018년 12월 토목준공 완료후 2019년 1월 건물준공 신청완료함
3. 현황사진

4. 분양 및/또는 임대 현황
- 매수의향자 협의중
5. 상환계획
- 준공후 선순위 대출자인 농협은행의 담보대출로 상환
- 공장 매각을 통한 상환

2018-12-26

송파구 거여동 중앙빌라1 재건축사업

2019년 1월 11일

1. 모집자금의 대출실행 내역
상품명
RE2018-032
RE2018-033
RE2018-036

대출금액
(천원)
200,000
100,000
150,000

이자율

대출실행일

대출만기일

18.0%
18.0%
18.0%

2018-09-18
2018-10-23
2018-12-13

2019-06-18
2019-06-18
2019-06-18

2. 진행 현황
- 담보신탁 제2순위 설정 완료 (대출액의 130%, 설정금액 6.5억원)
- 외부 단열 완료후 석재작업 완료(12월)
- 내부 공사진행중
3. 현황사진

4. 상환계획
- 준공후 선순위 대출자인 송파농협의 담보대출 전환
- 준공후 분양수익금을 통한 상환

2019-01-11

송파구 거여동 명산빌라 가동 재건축사업

2019년 1월 11일

1. 모집자금의 대출실행 내역
상품명
RE2018-035
RE2018-039

대출금액
(천원)
100,000
150,000

이자율

대출실행일

대출만기일

18.0%
18.0%

2018-11-22
2018-12-20

2019-08-22
2019-08-22

2. 진행 현황
- 담보신탁 제2순위 설정 완료 (대출액의 130%, 설정금액 6.5억원)
- 골조공사 완료(12월)
- 외부 단열 및 석재 공사 진행중
3. 현황사진

4. 상환계획
- 준공후 선순위 대출자인 송파농협의 담보대출 전환
- 준공후 분양수익금을 통한 상환

2019-01-11

루이스해밀턴호텔 광안점 준공자금 대출

2019년 1월 11일

1. 모집자금의 대출실행 내역
상품명
RE2018-034
RE2018-038

대출금액
(천원)
1,000,000
100,000

이자율

대출실행일

대출만기일

16.0%
16.0%

2018-11-13
2018-12-20

2019-08-22
2019-08-22

2. 진행 현황
- 담보신탁 제3순위 설정 완료 (대출액의 130%, 설정금액 19.5억원)
- 외부공사 완료 (12월말)
- 내부 가구 배치중임
3. 현황사진

4. 상환계획
- 기존 수계약자와의 매매로 상환
- 준공후 분양수익금을 통한 상환

201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