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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
mkim2525님

1

바로가기
13-05-13 (월) 10:27

FW: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
보낸사람 :

김명호<mkim2525@naver.com>

받는사람 : <law boy@police.go.kr>

전체메일 | 안읽음 0
받은메일함

일 반 첨 부 파 일 2개(3M B) 모두 저장

내게쓴메일함

내게쓰기

보낸메일함

수신확인

파일 저장 시 바이러스 검사 자동 수행 |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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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관함
내 메일함
자동청구서함
쇼핑·뉴스메일함

사용하기

SNS알림함

사용하기

카페메일함

-----Original Message----Fr om: "김명호"<mkim2525@naver.com>
T o: <law@police.go.kr>;
Cc :
S e n t: 2013-05-11 (토) 17:56:38
S u bje c t: FW: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
김기태 경사에게

스팸메일함
휴지통

전화로 잠깐 얘기한
(1) 김경석씨에게 이메일 보낸 것을 전달하고
(2) 방화문 틀을 거꾸로 설치한 사진들 첨부합니다.

외부메일 가져오기
오래된 메일 정리하기

2013.5.11
김명호
스킨설정

-----Original Message----Fr om: "김명호"<mkim2525@naver.com>
T o: "ysn2008"<ysn2008@hanmail.net>;
Cc :
S e n t: 2012-10-16 (화) 20:43:30
S u bje c t: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
김경석 사장님
중요메일 |

첨부메일 |

받는사람

어제(15일) '공사를 그만 두겠다'는 문자를 저의 집사람 핸드폰으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장님은 지금 공사를 그만두고 400만원 상당의 하자 보험과 잔금 500만원을 교환하지 않겠다는 것이군요.
그러면서도 추가된 H 빔 한개의 값 10만원은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공사하지 않은 에폭시 값, 1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16일자) 저의 집사람의 문자에 대하여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사장님의 답변문자를 읽고 어이가 없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 에폭시와 H 빔 공사비는(각각 100만원 씩 200만원 더하기 추가 H 빔 한개 10만원 총 210만원) 계약서에 없는 것으로
400만원 상당의 하자 보험과 교환하기로한, 최종 잔금 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2. 사장님은 H 빔 공사는 하셨지만(그것도 사장님의 현장 감독도 없이 엉터리로), 에폭시는 전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니 사장님이 공사를 그만 두는 마당에 당연히 반환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공사 마감 기간인 10.13일도 지키지 못하였으니 사장님은 저희들 한테 사과해도 시원찮을 텐데...
[* 계약서 제12조,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설계) 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설계) 금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을 반환해 달라는데,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할 수 있습니까?
추가된 H 빔 한개의 값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반환하십시요. 그리고 상도동 건물 열쇠도 반환하기 바랍니다.
2012.10.16
김명호

이 미 지 미 리 보 기 (2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

사진 감상과 편집은 네이버 포토뷰어

mail.naver.com/?n=1373007666240&v=l#%7B%22fClass%22%3A%22read%22%2C%22oParameter%22%3A%7B%22mailSN%22%3A%22194%22%2C…

1/2

7/5/13

FW: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
IM G_1358.J P G

IM G_1359.J P G

맨위로

주고받은 메일 3
김명호

[보낸메일함]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

12-10-16 20:43

김명호

[보낸메일함] FW: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

13-05-11 17:56

김명호

[보낸메일함] FW: 공사도 하지 않은 에폭시 비용

13-05-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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