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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품목 추가 계약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당사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성 해모로 하이엔 선택품목 추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지정기간 내에 모델하우

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동별 요일 지정으로 운영됨으로 필히 지정일에 방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선택 품목 계약 안내

구 분 내 용

장소 / 시간

▶ 계약장소

   - 수성 해모로 하이엔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29-1번지)

▶ 계약일시 : 2022. 01. 10(월) ~ 2022. 01. 14(금), [09:30 ~ 16:30 (5일간)]

▶ 일자별 동별 계약진행 

구 분 2022 01. 10(월) 2022 01. 11(화) 2022 01. 12(수) 2022 01. 13(목) 2022 01. 14(금)

동별 102동, 103동
101동, 104동, 

105동
106동, 109동 107동, 108동 111동

   ※ 해당 일자에 맞추어 방문 요청 드리며, 계약기간 시간소요가 많이 소요 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코로나 19의 예방/운영지침에 따라 방문시 출입, 계약진행 등 관련 당사 직원의 운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 본인 계약시(공통)

① 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용도 : 옵션계약용) 1통

③ 계약자 인감도장        ④ 계약자 신분증

▶ 대리인 계약시(본인 이외 모두 제3자)

⑤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추가 ⑥ 대리인 신분증 ⑦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계좌안내

▶ 계약금(10%) : 옵션 (※현금수납 불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대구은행 505-10-222933-1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 계약금 입금시 ‘동·호수’와 ‘계약자명’으로 정확하게 입금 바랍니다.

  ☞ 예)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0101홍길동

※ 계약금(10%)이 입금되어야 옵션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 의 ▶ 분양사무소 : 053)752-0777, 평일 10시~16시

기 타

※ 옵션 내역 금액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아파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기간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입금후 변경 및 해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신중하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해모로 하이엔 분양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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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능 및 스마트기능 포함)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구  분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시
지정일

59

선택 1 거실+침실1 (2개소) LG전자 3,500,000 350,000 3,150,000

선택 2 거실+침실1+침실+침실3(4개소) LG전자 5,000,000 500,000 4,500,000

75

선택 1 거실+침실1 (2개소) LG전자 3,700,000 370,000 3,300,000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LG전자 6,000,000 600,000 5,400,000

84, 84A, 84B

선택 1 거실+침실1 (2개소) LG전자 4,000,000 400,000 3,600,000

선택 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LG전자 7,000,000 700,000 6,300,000

품  목 제조사 모델명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지정일

침실1(안방)수납패키지
붙박이장(여닫이도어/59타입만 슬라이딩도어)

스마트지문인식락
- - 전타입 2,000,000 200,000 1,8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펫키트) LG전자 K221PR14BL1/R1 전타입 2,200,000 220,000 1,980,000

거실 아트월 (칸스톤 프리미엄)
현대 

L&C
칸스톤

59 3,600,000 360,000 3,240,000

75 4,000,000 400,000 3,600,000

84

84A

84B

3,800,000 380,000 3,420,000

인덕션(3구)
(쿡탑)

삼성전자 NZ63T5701AK 전타입 1,000,000 100,000 800,000

주방특화평면
(광폭주방+대형수납팬트리+복도장식장)

- - 84 1,500,000 150,000 1,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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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펫키트)

미선택시 선택시

※ 미선택시에는 상부장과 빈공간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타입에 따라 빌트인냉장고, 키큰장 위치가 상이합니다.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를 참조 후 선택하기 바랍니다.)

▶ 침실1(안방) 수납 패키지 – 붙박이장(여닫이도어/59타입만 슬라이딩도어)+스마트지문인식락

미선택시 선택시

※ 타입에 따라 붙박이장 사이즈 및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를 참조 후 선택하기 바랍니다.)

▶ 거실 아트월 칸스톤 프리미엄

미선택시 선택시 : 칸스톤 프리미엄

※ 미선택시 타일 등분 및 패턴은 타입에 따라 상이합니다.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를 참조 후 선택하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59타입을 예시하였으며 기타 타입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을 참조 후 선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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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션] 3구 인덕션

미선택시 : 아트월 설치
선택시 : (3구 인덕션)

발코니 확장 시(하이브리드 쿡탑)

※ 발코니 확장시 3구 하이브리드 쿡탑(하이라이트2+가스1)이 설치됩니다. 

※ 유상선택시 3구 인덕션이 설치됩니다. 

■ [주방특화평면] 광폭주방+대형수납팬트리+복도장식장 (84타입만 적용)

미선택시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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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TYPE별 모델명

 

1.시스템에어컨(84B㎡) 기본[거실(주방)+침실1]

1-WAY실내기(거실) RNW0720C2SP (냉방 7,200W/h)

1-WAY실내기(침실1) RNW0230C2SP (냉방 2,300W/h) 

1.시스템에어컨(84B㎡)  전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WAY실내기(거실) RNW0720C2SP (냉방 7,200W/h)

1-WAY실내기(침실1) RNW0230C2SP (냉방 2,300W/h) 

1-WAY실내기(침실2) RNW0200C2SP (냉방 2,000W/h)

1-WAY실내기(침실3) RNW0160K2SP (냉방 1,600W/h)

1.시스템에어컨(59㎡) 기본[거실(주방)+침실1]

1-WAY실내기(거실) RNW0600C2SP (냉방 6,000W/h)

1-WAY실내기(침실1) RNW0160K2SP (냉방 1,600W/h) 

1.시스템에어컨(59㎡) 전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WAY실내기(거실) RNW0600C2SP (냉방 6,000W/h)

1-WAY실내기(침실1,2,3) RNW0160K2SP (냉방 1,600W/h) 

1.시스템에어컨(75㎡) 기본[거실(주방)+침실1]

1-WAY실내기(거실) RNW0720C2SP (냉방 7,200W/h)

1-WAY실내기(침실1) RNW0200C2SP (냉방 2,000W/h) 

1.시스템에어컨(75㎡)  전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WAY실내기(거실) RNW0720C2SP (냉방 7,200W/h)

1-WAY실내기(침실1,2) RNW0200C2SP (냉방 2,000W/h) 

1-WAY실내기(침실3) RNW0160K2SP (냉방 1,600W/h)

1.시스템에어컨(84㎡) 기본[거실(주방)+침실1]

1-WAY실내기(거실) RNW0720C2SP (냉방 7,200W/h)

1-WAY실내기(침실1) RNW0230C2SP (냉방 2,300W/h) 

1.시스템에어컨(84㎡)  전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WAY실내기(거실) RNW0720C2SP (냉방 7,200W/h)

1-WAY실내기(침실1) RNW0230C2SP (냉방 2,300W/h) 

1-WAY실내기(침실2,3) RNW0160K2SP (냉방 1,600W/h)

1.시스템에어컨(84A㎡) 기본[거실(주방)+침실1]

1-WAY실내기(거실) RNW0720C2SP (냉방 7,200W/h)

1-WAY실내기(침실1) RNW0230C2SP (냉방 2,300W/h) 

1.시스템에어컨(84A㎡)  전실[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WAY실내기(거실) RNW0720C2SP (냉방 7,200W/h)

1-WAY실내기(침실1) RNW0230C2SP (냉방 2,300W/h) 

1-WAY실내기(침실2,3) RNW0200C2SP (냉방 2,000W/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