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 파크 안내문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 계약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는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2022년 2학기 일정에 맞추어 입주가 가능
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약자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이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개최하
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전방문 행사 안내

행사 일자
행사 장소
방문 대상

2022년 07월 02일(토) 10시 ~ 07월 04일(월) 16시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방문일을 지정하며 세대별 1회에 한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행사장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자 불참 시 가족 한하여 대리참석 가능)
계약자 본인 방문시 → 계약자 신분증 (미지참시 출입제한)

지참물

직계가족(대리인) 방문시 → 방문자(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사전방문 행사 예약 방법
※ 예약 접수기간 : 2022년 06월 24일(금) 10시 ~ 2022년 06월 30일(목) 12시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vPlusZip“ 다운

건설현장 검색
(검단신도시 모아미래도
엘리트파크) 및
계약자 인증 후 로그인

방문일 및
행사 예약

시간 선택 후
예약 신청 완료

※ 기존 계약서상 동명칭이 801~807동으로 변경되었으며 다른 변동사항은 없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예시 : 301동→801동)

※ 방문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원하시는 날짜/시간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예약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정 변경, 취소 등 불가
합니다.
※ 계약자 연락처로 계약자 인증이 가능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세대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입주 안내
입주 예정일

2022년 8월 말

※ 입주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기간 및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된 세대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사전방문 행사 유의사항
1) 앱을 이용한 하자 접수는 사전방문 행사 시에만 진행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사전방문 행사 종료 시 사용 불가)
2) 사전방문 행사기간 이후에는 보완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방문이 불가하오니 행사기간 내에 꼭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대 내 마감공사 중 분실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미설치 되어 있으며, 세대별 입주일에 맞추어 설치 될 예정입니다.
4) 방문하실 때에는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 또는 가족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세대 방문이 가능합니다.
5) 행사장 내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통제하오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행사장 주변에 외부인의 영업행위가 있더라도 당사와는 관계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협력업체임을 사칭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방문 행사 관련 문의 ☎ 062)520-0140

미 래 도 이 엔 씨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