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주 옥 정  한 신 더 휴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주옥정 한신더휴를 선택하여 주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03월17일~19일(3일간)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삶을 앞두고 계신 고객님의 편의를 돕고, 입주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원활한 사전방문 행사를 위해 사전예약방문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 

안내문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양주옥정 한신더휴 

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孝'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저희 한신공영은 내 부모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2월

YA N G J U  O K J E O N G  H A N S H I N  T H E H U E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문



3월 13일(월) ~ 3월 16일(목)

3월 17일(금)

3월 18일(토)

3월 19일(일)

전 동

전 동

방문 예약(웹사이트)

※ 방문 예약 마감은 3월 16일(목)이오니,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이점 유념하시어 방문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 세대방문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예약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여유 있게 관람 및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안전사고 및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 지정된 통로로만 이동해주시고,
    개별적인 행동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어린이나 노약자 동반은 삼가바랍니다).

2) 계약자를 동반하지 않은 점검업체 출입은 불가합니다.

3) 점검시 계약자의 안전과 건축물 보호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계약자와 동일 세대원 구성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 포함) 이외에는
    점검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전방문 행사는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미완성된 주택임을 양지하여 주시어, 행사기간 이후 개별적인 방문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사장 방문시 차량내의 연락처는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예약 3월 13일(월) ~ 3월 16일(목)

http://m1.dtspace.co.kr/th0008 주민카페

※ 사전방문 행사 일정 예약은 3월 13일(월) 10시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방문시간 예약은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예약하지 않으신 날짜와 시간대를 방문하실 경우 기본 예약세대 우선 진행이니,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 상기 명기된 참석대상을 제외한 제3자의 대리인 참석은 불가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용), 필기도구, 줄자 (가구 등 실측 필요시 준비)

5. 문의전화번호: 양주옥정 한신더휴 사전방문행사지원팀 (☎ 070-4123-8145)

※ 전화상담가능 날짜 및 시간 : 2023년 3월 13일 ~ 3월 19일(오전 10:00 ~ 16:00)

※ 입주예정일 : 2023년 4월 27일(목) ~ 2023년 7월 26일(수), 3개월간으로 진행 예정이며, 입주관련 절차는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행사안내전화 및 문자 발송이 있을수 있으니 070 번호를 차단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옥정 한신더휴」 접속 주소 (http://m1.dtspace.co.kr/th0008)

3월 13일(월) 10:00 ~ 3월 16일(목) 16:00 070-4123-8145

예약시작 :  3월 13일(10:00) ~ 예약마감 : 3월 16일(16:00) 

행사일 :  3월 17일(금) ~ 3월 19일(일)      행사시간 : 10:00~16:00

④ 사전방문예약은 3/16(목)에 마감되나, 상담은 행사일인 3/17~3/19에도 가능합니다.

⑤ 사전점검 행사 기간동안 계약자, 가족 외 사전점검 대행 업체만은 출입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옥정 한신더휴」 접속 주소 (http://m1.dtspace.co.kr/th0008)

양주옥정 한신 더휴

① 계약자정보 로그인

숫자만 입력하세요

② 방문날짜선택

행사기간 : 3.17 ~ 3.19까지

2023 3월

19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

사전방문 예약

1817

행사기간 : 3.17 ~ 3.19까지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

사전방문 예약

2023-3-17(금요일)

③ 방문시간선택

행사기간 : 3.17 ~ 3.19까지

2023-3-17(금요일)

10:00 ~ 10:30

예약변경 / 취소

OO호101동 OOO호 고객님의
사전방문 예약이 3월17일
10:00시로완료됐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정시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⑤ 예약완료 알림톡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