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초기 연락
당신은 우리가 부동산업자로부터 계약서의 사본 및 지시를 받았는지 조언을 당신의 부동산 양도 또는 보조으로부터 전화 또는 
텍스트를 받게됩니다.

계약을 수신하면

2. 소개 편지
당신이 작성하고 반환 할 수 있도록 당신은 클라이언트 정보 시트와 함께 우리의 소개 편지를 받게됩니다.

6. 모기지 문서
모기지 서류에 서명을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한 번에 서명 한 문서를 처리하는 데 약 10 일 소요됩니다.

해결 과정

7. 특수 조건
계약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날짜에 의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사전 정산 검사
당신이 정착 5 영업일 이전에 약 최종 검사를 실시 할 때 집에있는 모든 항목이 좋은 작업 순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문서 패키지
당신은 해결을위한 완성을 필요로 문서의 집합을 받게됩니다. 당신이주의 깊게 모든 문서를 읽고 문의 사항이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 이야기 확인하십시오.

보험 9. 인증서
건물을 통해 보험 증명서의 사본을 집 보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금융의 은행이 사본이 필요합니다.

10. 새 주소 알림
호주 포스트, 시너지, Alinta 가스,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 가정 및 내용을 보험 회사와 새 주소의 다른 홈 서비스 제공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 공사, 주 수익의 지방 자치 단체 및 사무실을 통지합니다.

11. 알림
귀하와 부동산 에이전트는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통지합니다.

완료 결제

12. 키
키는 12시 다음 날에 의해 손으로해야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열쇠를 수집하기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마지막 문은 원래 스탬프 계약과 함께 등 요금, 세금의 조정을 표시와 함께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14. 제목 디즈
제목 행위는 (발행 된 경우) 등록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속성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이있는 경우에 당신은 약 팔주 결제 후 제목의 
사본을 받게됩니다.

4. 금융 신청
당신이 금융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의 사본을 은행이나 브로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이 시간에 보조금을 
신청해야합니다.

5. 금융 승인
금융이 승인되면 저희 사무실에 승인 편지의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입에 저당을 마무리 은행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정산 13. 확인

구매자에 대한 정산 흐름도

conveyancing

치하! 우리는 당신이 사용 바랍니다
다음 해결을위한 C & R의 양도.
면책 조항 :이 정보는 지침으로 제공되며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음.
개인 결제는 결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필요와 상황에 해당 될 것입니다.

www.crconveyancing.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