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 나들이(입주자 사전 점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온천장역 동원로얄듀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
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느덧 저희 온천장역 동원로얄듀크는 입주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1월에 입주전 고객님들께 첫선을 보이고자 「새 집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시기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7년 2월 하순경부터 예정하고 있으며, 세부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

음 -

1. 새 집 나들이 행사 일정 및 장소
구 분 (분양세대수 210세대)

일

자

시

101~103동 (3개동, 210세대)

1월 14일(일)

미방문세대

1월 15일(월)

간

장

소

- 행사장 : 온천장역 동원로얄듀크
10:00 - 16:30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
- 방문실시 : 각 세대

※ 여유롭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세대당 최대방문인원을 3인이하로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2. 새 집 나들이 행사 참여시 구비서류
구

분

계약자 본인
대 리 인
(가족에 한함)

구 비 서 류
아파트 공급계약서, 도장, 신분증, 필기구
계약자 본인 구비서류 일체 및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의료보험증) 추가.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점검은 일체 불가하며, 상기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새 집 나들이 행사 절차
행사 장소 도착(현장)

→

세대방문

→

→

계약자 확인(커뮤니티센터)

체크리스트 제출

→

→

세대 체크리스트 수령(커뮤니티센터)

열쇠 반납 및 신분증 수령

→

귀가

※ 잡상인의 출입통제와 행사장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단지입구에서 계약자 확인을 실시하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행사요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계약하신 세대의 세대내 시설 파손 및 설치물 분실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 후 세대열쇠
를 제공하오니 가급적 계약자 본인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은 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하여 입주 후에 설치됩니다.
-.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세대 체크리스트에 상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과 함께 동봉한 유인물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유인물이며,
당사에서 판매, 시공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와는 무관하고 당사는 판매, 시공, 하자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2017. 12. 25.

온천장역 동원로얄듀크 분양사무소 051) 46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