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난간(유리난간) 변경사항 동의”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판교대장A5, A7,8BL 제일풍경채” 에 대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입주예정자협의회 측 요청에 의해 발코니난간 관련 설계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창호일체형 유리난간으로 변경 시 입주예정자분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모델하우스 동일시공 원칙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분들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발코니난간 제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입주예정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수렴하려 합니다.

-

아

래 -

회신마감일: 2020년 3월 3일 화요일 (동의 여부 체크 후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회신)
특 기 사 항 : 회신마감일 기준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 시 변경 시공 예정입니다.
(회신마감일 이후에는 행정업무처리 및 아파트 골조공사 착수 예정으로 변경 불가함)
제출방법
① 우편발송 : 경기도 평택시 현촌2로 22, 2층 (발신일 기준으로 인정)
② 팩스발송 : 031-653-7222
③ 메일발송 : pg-jeil@hanmail.net (동의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송)
④ 문자발송 : 010-8379-9472 (동의서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전송)(※수신전용번호)
※ 수신확인 : 위 방법으로 수신된 모든 동의서는 취합 후 당일 오후 6시에 확인문자가 발송됩니다.
※ 우편물을 수신하지 못한 입주예정자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www.pg-jeil.co.kr]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동의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관련사항참조: https://cafe.naver.com/pangyojeil (판교대장지구 제일풍경채 입주예정자 카페)
변 경 사 항 : 투시형 철재난간 ▶ 창호일체형 유리난간(전면 창호만 해당됨)

변경 후

변경 전

동의

투시형 철재난간 (모델하우스 기준)
1. 조망 : 개방감 및 조망 방해
2. 비용 : 유리난간 대비 비용 저가
3. 환기 : 오픈면적 증대로 환기 효율 좋음
4. 활용 : 이사 시 사다리차 활용 가능
5. 기타 : 끼임 및 낙하물 발생 가능

동의

창호일체형 유리난간 (개선안)
1. 조망 : 개방감 및 조망 획기적 향상
2. 비용 : 철재난간 대비 비용 고가
3. 환기 : 오픈면적 줄지만, 환기 충분함
4. 활용 :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
5. 기타 : 끼임 및 낙하물 발생 사고 예방

※상기이미지는고객님의이해를돕기위한참고용으로실제시공시마감변경OR시공오차등으로색상및형상변경이발생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입주자 동·호수:

동

호 / 성명:

(인)

성실한시공과철저한품질관리로최고의상품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0년 02월
시행사

㈜성남대장1피에프브이[직인생략]

시공사 제일건설㈜[직인생략]

“주방발코니(실외기실) 변경사항 동의”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판교대장A5, A7,8BL 제일풍경채” 에 대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입주예정자 협의회측 요청에 의해 84C형 주방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 관련 설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평면 조정 시 입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모델하우스 동일시공 원칙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방발코니 평면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며 입주예정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회신마감일: 2020년 3월 3일 화요일 (동의 여부 체크 후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회신)
특 기 사 항 : 회신마감일 기준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 시 변경 시공 예정입니다.
(회신마감일 이후에는 행정업무처리 및 아파트 골조공사 착수 예정으로 변경 불가함)
제출방법
① 우편발송 : 경기도 평택시 현촌2로 22, 2층 (발신일 기준으로 인정)
② 팩스발송 : 031-653-7222
③ 메일발송 : pg-jeil@hanmail.net (동의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송)
④ 문자발송 : 010-8379-9472 (동의서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전송)(※수신전용번호)
※ 수신확인 : 위 방법으로 수신된 모든 동의서는 취합 후 당일 오후 6시에 확인문자가 발송됩니다.
※ 우편물을 수신하지 못한 입주예정자께서는 당사 홈페이지 [www.pg-jeil.co.kr]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동의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관련사항참조: https://cafe.naver.com/pangyojeil (판교대장지구 제일풍경채 입주예정자 카페)
변 경 사 항 : 실외기실 칸막이 벽체 삭제 / PL 미서기도어 길이 확장

변경 전
실외기실 (모델하우스 기준)

변경 후
실외기실 확장 (개선안)

동의

1. 환기:실외기실 공기 순환 미흡
2. A/S부문:실외기실 A/S 작업성 저하
3. 공간활용:면적 유지로 공간 활용 용이

동의

1. 환기:공기순환 개선으로 냉방 효율성 증가
2. A/S부문:면적 확대로 A/S 작업성 증가
3. 공간활용:공간 변경으로 활용성 변경됨

※상기도면은고객님의이해를돕기위한참고용으로실시공시마감변경OR 시공오차등으로변경이 발생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입주자 동·호수:

동

호 / 성명:

(인)

성실한시공과철저한품질관리로최고의상품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0년 02월
시행사

㈜성남대장1피에프브이[직인생략]

시공사 제일건설㈜[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