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 리슈빌앤리마크 입주절차 안내문
1. 입주일 및 이사 가능 시간
입주 지정 기간

2018. 11. 20(화) ~ 2019. 1. 18(금)

이사 가능 시간

평일 09:00 ~ 17:00 ( 12:00 ~ 13:00 점심시간 및 일요일, 국∙공휴일 제외 )

2. 입주 구비서류
1

계약자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3

자동차 등록증(주차신청자) : 세대당 1대 (본인 외 직계가족 명의 차량만 가능)

4

입금증 등 입금관련 확인 자료

※ 상기 구비서류는 입주지원 센터에 제출

3. 절차안내
① 입주일정 확정

•

이사일정 협의 후 확정
(입주지원센터 문의)
053-639-7266

② 입주지원센터 방문(입주당일)
•
•
•
•
•

잔금 및 임대료 납부확인
입주자카드 작성
주차 이용신청 (필요 시)
실내상황, 물품수령 확인 및 확인서 작성
수도/전기 검침 후 입주

③ 관리사무소 (입주 후)

•
•

전입신고
하자접수

※ 유의사항
① 이사 진행 시 유의사항
 단지 내 사다리차 이용불가(발코니 탈부착 불가능)하며 세대 출입 자동문 협소로(폭 820mm이하)
운반 시 난해 하오니 부피가 큰 가전제품 등 파손을 고려하여 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하주차장 통행 층고 제한으로 1톤 탑차 및 2톤 이상 이사차량 통행불가 합니다.
(출입가능 차량높이 2.1M 이하-별첨 참고)
 포장박스 등 큰 쓰레기는 해당 동 분리수거장에 정리하여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체 이용 시 상기 유의사항을 숙지 후 이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타 유의사항
 입주지원센터 방문 후 잔금 및 임대료(당월), 선수관리비 수납확인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해당 세대별 선수관리비에 대한 별도 계좌납부 수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입주를 위해 지정된 입주일자 및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입주일자 변경은 반드시 5일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당일 잔금 및 임대료를 선입금 하시면 신속한 입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장 현금수납 불가)
 입주 청소를 진행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 청소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 전 입주청소를 희망하는 세대는 입주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협력업체 : P&P Company : 010-9722-3406
※ 별첨
1. 입주차량 하차, 입주상담센터 위치도.
2. 출입가능 화물차 종류 및 제원표. 끝.

○ 입주차량 출입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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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지원센터/관리사무소 위치

입주지원센터
관리사무소

 출입가능차량 – 차량높이 2.1M 이하

○ 지하주차장 출입차량 제원표
 출입불가차량 – 차량높이 2.1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