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옵션 계약신청서 [ 147㎡ OP ]

상기 입금 금액은 옵션계약금으로 계약자 본인이 입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인)

■ 계악자 정보

동호수 계약자명 (인)

사업자등록증 □ 제출                          □ 해당없음 사업자등록번호

1. 신분증사본  2.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3. 인감도장  ※ 상기 사업자등록증은 계약 호실의 임대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옵션선택

위치 상세품목 공금금액
계약금
(10%)

선택 비고

1
3구 인덕션

무상옵션 □ 택13구 하이브리드
(2구 인덕션 + 1구 하이라이트)

1 드레스룸 옵션형(벽판넬 시스템 가구) 13,990,000 1,399,000 □

2 바닥마감(포세린타일) 1,410,000 141,000 □

3 바닥마감(헤링본) 1,370,000 137,000 □

거실, 복도, 주방
(WHITE)

아트월 세라믹 타일(WHITE) 2,280,000 228,000

□

택1

복도 세라믹타일(WHITE) 1,770,000 177,000

주방 벽 / 상판 세라믹타일(WHITE) 2,120,000 212,000

거실, 복도, 주방
(WHITE+GREEN)

아트월 세라믹 타일(WHITE+GREEN) 2,280,000 228,000

□복도 세라믹타일(WHITE+GREEN) 1,770,000 177,000

주방 벽 / 상판 세라믹타일
(WHITE+GREEN)

2,010,000 201,000

거실, 복도, 주방
(MODERN)

아트월 세라믹 타일(MODERN) 2,890,000 289,000

□복도 세라믹타일 (MODERN) 2,350,000 235,000

주방 벽 / 상판 세라믹타일 (MODERN) 2,440,000 244,000

욕실 욕실 도어 옵션 (슬라이딩 도어) 310,000 31,000 □

거실, 복도
천장 등기구 특화옵션 

(아트월 / 복도, 픽처레일+조명)
883,000 88,300 □

실5 반침장 920,000 92,000 □

전실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2,580,000 258,000 □

거실, 안방, 주방 보이스홈 1,090,000 109,000 □

거실 H-BELL 137,000 13,700 □

주방 빌트인 식기세척기 650,000 65,000 □

현관 빌트인 클리너 230,000 23,000 □

선택 품목 계약금 합계

※ 유/무상옵션 미 선택시 기본사항으로 시공되며, 필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계좌로 계약금(10%)을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현금수납불가)
※  전자제품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급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 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 선택/해지 등 변경을 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옵션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선택 옵션품목(계약금) 하나은행 201-924506-21937 현대건설㈜

선택 옵션품목(중도금, 잔금) 호실별 개별 가상계좌(“옵션계약서” 명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

■ 납부금 및 입금내역

총 옵션금액 계약금(10%) 입금일자 입금자명

1 3 12

실1
 실2

테라스2

테라스1
실5실4실3

팬트리
욕실1

욕실2

드레스룸

주방

현관
다용도실

보이스홈

2

3

1

팬트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