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전 의향서
( 앤스테이블 대치 )

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14에 신축 예정인 앤스테이블 대치 사회주택의
임대차 공급 계약 체결에 앞서 원활한 “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해 사전 의향서
를 작성하여 서울사회주택리츠 1호 운영사업자 ㈜앤스페이스에게 제출한다.
2. 입주 모집 공고문 내용과 같이 본 계약의 접수 방법은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의향서 또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별도의 신청금액은 발생
하지 않고 사전의향서 접수 순번대로 계약체결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 같
은 날 ‘동일 호수’ 접수 건에 대해선 내규에 의해 우선권 부여한다.
3. 사전 의향서를 접수한자는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초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약정은 포기한 것으
로 한다. 본 주택의 최초계약일은 2019년 12월 16일(월요일) 오전 10시부
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414, 앤스테이블 2층’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 및 장소 변경시 사전의향서 접수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한다.
4. 본 계약 시 사전의향서를 제출한자의 명의로만 가능하며, 양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070-7439-9495로
문의.

(다음 2페이지 ‘진행일정, 접수 및 계약방법 안내’)

■ 임대차 사전 의향서 진행 일정
- 공지 기간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홈페이지 공지글 게시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30일(토) 부터 12월 13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주 일요일( 공휴일) 은 접수 불가
- 최초 계약일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임대차 사전 의향서 접수 및 계약 방법
- 접수 장소 : 앤스테이블 대치 2층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14’
- 접수 방법
1)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운영사( 앤스페이스) 사무실 현장 접수 및 관리규약 서명 접수
2) 제출 3일 이내 계약희망자는 입주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소득 및 증빙 자료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은 wany@spacecloud.kr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향후 계약시 원본 제출
3) 소득 및 자격 검증 후 의향서 순번대로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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