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견본주택 폐관,
별도계약 추가·해지 및 선택사항 변경 안내
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를 선택하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보답하기 위해
성실 시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고객님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으로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의 분양이 완료되어,
'20년 6월 12일(금)부로 견본주택을 폐관하고자 합니다.
견본주택을 폐관하더라도 계약자님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응대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별도계약 추가·해지 및 선택사항 변경접수를 '20년 05월 31일(일) ~ 06월 03일(수) 4일간
진행(인터넷 사전예약 필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계약 추가·해지 및 선택사항 변경신청 안내

▣

인터넷 접수기간 : 2020년 05월 20일(수)~06월 03일(수)
인터넷 접수방법 : 인
 터넷 예약접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lynn.co.kr/reservation/rank.asp
■ 신청기간 : 2020년 05월 31일(일)~06월 03일(수) [오전 10시~오후 4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7-11번지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견본주택
■ 지참서류
- 공통 : 공급계약서 및 별도계약품목 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 별도계약품목 추가 : 별도계약품목 계약금 입금증
- 별도계약품목 해지 : 인감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본인발급분), 계약자명의 통장사본 1부
•별도계약품목[추가/변경/해지] : 아파트 - 시스템에어컨
•별도계약품목[추가/해지] : 아파트 - 현관중문, 하이브리드 쿡탑 / 오피스텔 - 현관중문
•선택사항품목[변경] : 아파트 - 주방 및 거실 바닥재, 선택형 벽체, 주방수납장 / 오피스텔 - 주방 및 거실 바닥재
■
■

※ 금회 변경기간 이후에는 계약사항에 대한 추가/변경/해지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고민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계약품목 추가 시 해당 품목에 맞는 계약금을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 시스템에어컨 / 10만원 : 현관중문, 하이브리드 쿡탑
•입금계좌 : 아파트 - 전북은행 1023-01-0390451 ㈜우미글로벌 / 오피스텔 - 전북은행 1023-01-0390473 ㈜우미글로벌
※ 별도계약품목 추가/변경/해지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계약품목 해지 시 별도계약품목 계약서 제3조에 의거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자, 발열, 호흡기 질환 및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견본주택 방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폐관 이후 철거 전까지 모든 계약 관련 업무는 견본주택 내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추후 변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SMS 등을 통해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그 곳!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고객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7-11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견본주택 【032) 818-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