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순천 복성지구 한신더휴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유상옵션 계약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원하시는 계약자님께서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발코니 계약서 내 선택사항을 변경(67타입)하고자 하시는 

계약자님께서는 선택사항 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장소 및 시간
   1) 장 소 : 순천 복성지구 한신더휴 견본주택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05-4번지)     2) 일 자 : 2019. 11. 11(월) ~ 16(토), 6일간     3)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추후 유상옵션 계약 일정 없음

2. 구비 서류
   1) 분양계약서 및 발코니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계약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견본주택 내 비치)

3. 유상옵션 품목 및 금액 안내                         
   1) 유상옵션 선택 품목

    ■ 주방가전, 주방 벽, 거실/주방 바닥타일                                                                                                                                                                        (단위:㎡,원,부가세포함)

     ■ 현관 중문 / 청정시스템                                                                                                                                                                                                  (단위:㎡,원,부가세포함)

    ※ 현관 청정 시스템은 현관중문 선택시 가능 (별도계약 불가)                                                                                                                                      (단위:㎡,원,부가세포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순천 복성지구 한신더휴 유상옵션 계약 및 선택사항 변경 안내문

타입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업체명

전 타입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하이라이트1 IH-361DT 400,000 40,000 360,000
하츠

가스1+하이라이트2 GEC-3601GAH-01 500,000 50,000 450,000

빌트인 냉장고 BIS S711SI24B 5,400,000 540,000 4,860,000 LG전자

빌트인 김치냉장고 BIK K221PR14BL1/R1 1,200,000 120,000 1,080,000 LG전자

67,75 거실/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 1,900,000 190,000 1,710,000

84A 거실/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 2,100,000 210,000 1,890,000

84B 거실/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 2,300,000 230,000 2,070,000

102 거실/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 2,500,000 250,000 2,250,000

67,75 주방 벽 엔지니어 스톤 1,300,000 130,000 1,170,000

84A,B 주방 벽 엔지니어 스톤 1,500,000 150,000 1,350,000

102 주방 벽 엔지니어 스톤 1,700,000 170,000 1,530,000

타입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업체명

67 현관 중문 3연동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75 현관 중문 양여닫이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84A 현관 중문 슬라이딩 도어 800,000 80,000 720,000

84B 현관 중문 양여닫이 도어 1,000,000 100,000 900,000

102
현관 중문 슬라이딩 도어 800,000 80,000 720,000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800,000 80,000 720,000

ㅣ 유상옵션 계약 관련 ㅣ

타입 품목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업체명

전타입 현관
현관 청정 시스템 

(에어샤워기+현관전용 청소기)
650,000 65,000 585,000



    2)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품목                                                                                                                                                                                  (단위:㎡,원,부가세포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유상옵션 계좌 안내

    ※ 계약 시, 계약금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 바랍니다.

1. 장소 및 시간은 유상옵션 계약 일정과 동일

2. 구비 서류
    1) 분양계약서 및 발코니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계약자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견본주택 ☎ 1644-4408

2019. 10.

순천 한신더휴 견본주택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옵션금액
계약금 잔금

업체명
(계약시) (입주지정일)

67
옵션1 2개소 거실(주방)+안방 3,300,000 330,000 2,970,000

삼성전자

옵션2 4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500,000 550,000 4,950,000

75
옵션1 2개소 거실(주방)+안방 3,300,000 330,000 2,970,000

옵션2 4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500,000 550,000 4,950,000

84A
옵션1 3개소 거실+주방+안방 4,200,000 420,000 3,780,000

옵션2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84B
옵션1 3개소 거실+주방+안방 4,200,000 420,000 3,780,000

옵션2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102

옵션1 3개소 거실+주방+안방 4,200,000 420,000 3,780,000

옵션2 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5,850,000

옵션3 6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7,700,000 770,000 6,930,000

국민은행 456701-01-056677 한신공영(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 홍길동

ㅣ 발코니 계약서 내 선택사항(67타입) 옵션변경 안내 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