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닌데리 토지 매입을 위한 
단계별 입찰 응모 안내

•	 웹사이트	ginninderry.com	
에서 토지 구역의 내역,	가격	
일람표,	방출 일정,	이용 약관	
등을 비롯한 방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에서 이전 내용을	
검토합니다.

•	 이메일	community@	
ginninderry.com	을 통해	
안내 패키지를 받고 당사의	
지역사회 개발 관리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지역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입하십시오.

•	 입찰 등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입니다.

•	 건축 완공	12주 전에 전면 조경	
신청서를 이메일		designs@
ginninderry.com	으로	
제출합니다.

•	 주택이 완공되면 이행 채권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조경 작업을	
시작합니다.	긴닌데리가 지정한	
조경 회사가 전면 정원의 조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온라인 등록을 마친 후	
이메일로 입찰 등록 코드를	
받습니다.	이 코드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고유 코드이며,	입찰	
추첨에서 해당 주문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입찰 등록이 마감되면,	확인	
이메일을 통해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긴닌데리 주택 설계 요건을	
참조하도록 알려줍니다.

•	 허가를 위해 완성된 도면과	
설계 신청서를 긴닌데리	
설계팀 이메일		designs@
ginninderry.com	으로	
제출합니다.

•	 긴닌데리가 승인하고 관련된	
건축 또는 개발 허가가 나오면,	
공사를 시작합니다.

•	 웹사이트 또는 더 링크(The	
Link)에서 모든 가용한	
구역의 지도를 확인합니다.

•	 엄선된 건축업자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요구에 맞는 설계와	
구역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예산을 알아봅니다.	

•	 매입하고 싶은 후보지 구역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평일 기준		
30일 이내에 해당 구역 가격의	
95%	잔금과	(구역의 면적에	
따라)	$7,500	또는	$10,000의	
이행 채권을 납부합니다.	

•	 긴닌데리 모델 하우스	
건축업자를 이용하면 이행	
채권의	50%만 납부해도	
됩니다.

•	 매입 구역이 결정되면	
울타리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를 막습니다.	

•	 긴닌데리는 자격이 되는	
입찰 등록을 모두 접수해서	
무작위로 추첨 번호를	
생성합니다.	추첨 번호는	
구역 선정 세션의 대기줄에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	 이메일 통해 추첨 번호를	
안내하며,	적어도	2일 전까지	
구역 선정 세션에 참석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	 5%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계약서 교환	-	평일 기준	2일		

이내에 또는 토지 관리청
(Suburban	Land	Agency)	
담당자가 입회한 경우 구역		
선정 세션 당일에 교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찰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	 참석이 확정되면,	예정된	
구역 선정 세션의	2일 전에	
이메일로 해당 시간대를	
알려드립니다.

•	 참고:	이메일을 받지 못했으면	
정크 또는 스팸 폴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시간에 다음 사항을 가지고	
참석합니다.
•	 매입하려는 후보지 구역의 목록	
•	 개인 신분증 사본
•	 구역 선정 세션의 확인 이메일
•	 법무사 정보
•	 보증금(은행 수표,	계좌 이체,	

신용카드 또는	EFTPOS	등을	
통해 납부)

참고:	늦어도 구역 선정 세션	15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세션	
대기줄의 끝으로 가게 됩니다.

긴닌데리 토지 방출 발표 

지역사회 참여

온라인 입찰 등록 제출

이행 및 조경

입찰 등록 코드 받기

설계 및 시공

조사 및 후보지 구역 선정

구역 결정

시간대 받기

구역 선정 세션

추첨 번호 받기 및  
참석 여부 확인

구역 매입

자세한	정보	안내	
이메일:	sales@ginninderry.com  전화: 1800 316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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