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계약 안내문

급이 다른 스케일, 차원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계약일정
기 간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 9월 13일 목요일 (3일간)

시 간

10:00 ~ 16:00시 까지

장 소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모델하우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2번지)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또는 모바일, 인터넷 입금자 이체확인증(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본인
계약시

3. 주민등록등본 1통(고양시 거주 우선 배정 신청자는 거주개시일 표시)
4. 계약자 인감도장
5.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6. 계약자 이메일[E-mail] 주소 :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용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 상기 본인 신청서류와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2.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3. 계약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모델하우스 내 비치) 1통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또는 모바일, 인터넷입금자 이체확인증(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2.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3.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등록증
4.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5. 이메일[E-mail] 주소 :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용
※ 외국법인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8.29) 이후 발행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KEB하나은행

201-920408-85837

아시아신탁㈜

※ 분양대금(계약금) 납부 : 동·호수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후 입금증을 계약시 제출(모델하우스 수납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당첨된 동·호수 확인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입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는 동·호수별 생성되며, 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고객 사은 이벤트
- 정당 계약일 3일간 계약을 체결하시는 고객님께 소정의 사은 선물을 드립니다.

- 계약 마지막날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방문을 미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969-9100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