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아파트 추가선택품목 신청 안내문
1. 계약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의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님께서는 기간 내에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상옵션 신청 장소 및 기간
1) 신청장소 :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별도의 옵션 행사는 없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장소에 제품설명서를 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2년 03월 21일(월) ~ 2022년 03월 24일(목) (09:30~16:30시) / 중도금대출 자서일정과 동일
3) 유상옵션 입금계좌 및 유의사항
입금계좌

부산은행

/ 113-2006-1540-02

예금주 : 삼정건설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 계약장소에서 현금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입금 확인 후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니, 계약서 작성 전에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시 동ㆍ호수 또는 계약자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2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20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신청기간 내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추가선택품목 선택 후 계약금 안내를 받으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제반서류
1) 계약자 : ① 아파트 공급(분양)계약서, ② 신분증,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⑤ 입금증
2) 대리인 : ① 상기 서류 일체, ②위임장, ③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④ 대리인 신분증

3. 문의처
가. 삼정건설(주) 개발사업팀 : 051-580-4727
나. (주)용원TS : 010-2644-6310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빌트인김치냉장고/광파오븐)
다. (주)SK매직 : 010-8744-4735

(하이브리드쿡탑)

삼정건설(주) 대표이사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추가선택품목 신청 안내문
1. 계약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의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님께서는 기간 내에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상옵션 신청 장소 및 기간
1) 신청장소 :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별도의 옵션 행사는 없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장소에 제품설명서를 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2년 03월 21일(월) ~ 2022년 03월 24일(목) (09:30~16:30) / 중도금대출 자서일정과 동일
3) 유상옵션 입금계좌 및 유의사항
입금계좌

부산은행

/ 113-2006-1540-02

예금주 : 삼정건설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 계약장소에서 현금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입금 확인 후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니, 계약서 작성 전에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시 동ㆍ호수 또는 계약자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2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20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신청기간 내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추가선택품목 선택 후 계약금 안내를 받으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제반서류
1) 계약자 : 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분양)계약서, ② 신분증,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⑤ 입금증
2) 대리인 : ① 상기 서류 일체, ②위임장, ③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④ 대리인 신분증

3. 문의처
가. 삼정건설(주) 개발사업팀 : 051-580-4727
나. (주)용원TS : 010-2644-6310 (시스템에어컨/빌트인냉장고/빌트인김치냉장고/광파오븐)
다. (주)SK매직 : 010-8744-4735

(하이브리드쿡탑)

삼정건설(주) 대표이사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오피스텔 추가선택품목 신청 안내문
1. 계약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의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희망하시는계
약자님께서는 기간 내에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상옵션 신청 장소 및 기간
1) 신청장소 :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별도의 옵션 행사는 없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장소에 제품설명서를 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결정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2년 03월 21일(월) ~ 2022년 03월 24일(목) (09:30~16:30) / 중도금대출 자서일정과 동일
3) 유상옵션 입금계좌 및 유의사항
입금계좌

부산은행

/ 113-2006-1540-02

예금주 : 삼정건설 주식회사

-. 상기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 계약장소에서 현금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금 입금 확인 후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니, 계약서 작성 전에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시 동ㆍ호수 또는 계약자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2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20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신청기간 내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추가선택품목 선택 후 계약금 안내를 받으시고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제반서류
1) 계약자 : ① 오피스텔 공급(분양)계약서, ② 신분증,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⑤ 입금증
2) 대리인 : ① 상기 서류 일체, ②위임장, ③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④ 대리인 신분증

3. 문의처
가. 삼정건설(주) 개발사업팀 : 051-580-4727
나. (주)용원TS : 010-2644-6310 (시스템에어컨)

삼정건설(주)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