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lize your dream home with 
Shinhan Bank America as your 
�nancial partner.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파트너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홈모기지 팀이 함께 합니다.

HOME MORTGAGE    
PROGRAM    

홈모기지 프로그램    

신한은행 아메리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여러분의 내집마련을 
더욱 쉽고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홈모기지 팀이 
드리는 차별화된 혜택:

   신속한 사전 리뷰
   현재 재정 상태를 기초로 가장  
   적합한 홈모기지 상품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쟁력 있는 금리 제공
   고객에게 최적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맞춤형 서비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Hidden Costs 없음

Shinhan Bank America is set apart from 
other �nancial institutions.
Shinhan Bank America provides you a 
professional home mortgage banker who 
will personally guide you through each 
step from inquiry to closing.

Our home mortgage bankers are com-
mitted to providing you:

     Swift Pre-Quali�cation
     Find out what loan your current 
     �nancial standing will allow you to     
     obtain.

     Competitive Interest Rates
     Our rates are customized to �t each
     person for the best possible rates.

     Personalized Guidance
     We build relationships �rst and we 
     will help you through every step to 
     prepare you to make informed 
     decisions.

     No Hidden Costs



Let’s realize your 
   dream home together.

Shinhan Bank America 
home mortgages are designed 
especially with you in mind.

Purchasing a home?

Do you have additional income from Korea?

Re�nancing an existing mortgage? 

Thought about an investment home?

We are here to help. 

Shinhan Bank America can o�er you:

     Program �exibility to �t your needs
     On-going support
     Network with Shinhan Bank Korea 
     Professional mortgage consulting

Contact us today.
consumerlending@shbamerica.com

New York / New Jersey / Georgia Region
(646) 843-7300  

California / Texas Region
(949) 660-0505

Program Overview

Adjustable Rate Mortgages*

Fixed Rate Mortgage

1 Year ARM

5 Year ARM

7 Year ARM

30 Year Term

30 Year Term

30 Year Term

15 Year Fixed 15 Year Term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상기 프로그램 및 세부내용은 은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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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so provide Home Equity Loans as well as 
Home Equity Lines of Credit.

고객의 편의에 맞게 Home Equity Loans 와 
Home Equity Lines of Credit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hat is an Adjustable Rate Mortgage (ARM)? 
The interest rate on ARM loans are �xed for a speci�ed 
number of years  and adjusted every year thereafter.

당신만을 위한 단하나의 모기지...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전문가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내집마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국소득이 있지만 미국 신용이 부족하십니까?

한국 보유 예금 활용을 원하십니까?

홈모기지 재융자를 고민하십니까?

미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만의 특화 서비스:

     신속한 의사결정

     한국 신한은행 연계 상품설계

     다양한 융자/재융자 프로그램

     홈모기지 전문가를 통한 전담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