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1-4 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0~25층 11개동 총 7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19000699

01 108.8119A 108A 108.8119 27.2214 136.0333 118.5594 254.5927 65.6140 474 474 24
02 108.0459B 108B 108.0459 30.5873 138.6332 117.7249 256.3581 65.1521 24 24 2
03 108.8109C 108C 108.8109 29.0391 137.8500 118.5583 256.4083 65.6134 109 109 6
04 110.8519A 110A 110.8519 27.6002 138.4521 120.7821 259.2342 66.8442 76 76 -
05 108.8119T 108T 108.8119 27.2214 136.0333 118.5594 254.5927 65.6140 4 4 -
06 110.8519T 110T 110.8519 27.6002 138.4521 120.7821 259.2342 66.8442 6 6 -
07 138.8369T 138T 138.8369 32.7803 171.6172 151.2743 322.8915 83.7192 4 4 -
08 140.8769T 140T 140.8769 33.1591 174.0360 153.4970 327.5330 84.9494 3 3 -

합  계 700 700 3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구분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10%)

2회
(10%)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계약시 2020-02-20 2020-05-06 2020-08-06 2020-11-06 2021-02-05 2021-06-07 2021-10-06 입주예정일

108.8119A 108A 474

1 15 546,976,000 364,824,000 911,80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182,440,000

2 24 546,976,000 364,824,000 911,80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91,170,000 182,440,000

3 28 546,976,000 369,424,000 916,40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183,360,000

4 28 546,976,000 369,424,000 916,40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91,630,000 183,360,000

기준층 379 546,976,000 374,024,000 921,00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184,280,000

108.0459B 108B 24

2 2 543,125,000 367,075,000 910,20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91,010,000 182,120,000

3 2 543,125,000 371,675,000 914,80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183,040,000

4 2 543,125,000 371,675,000 914,80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91,470,000 183,040,000

기준층 18 543,125,000 376,275,000 919,40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91,930,000 183,960,000

108.8109C 108C 109

1 4 546,971,000 380,529,000 927,50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185,580,000

2 6 546,971,000 380,529,000 927,50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92,740,000 185,580,000

3 6 546,971,000 385,229,000 932,20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186,520,000

4 6 546,971,000 385,229,000 932,20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93,210,000 186,520,000

기준층 87 546,971,000 389,929,000 936,90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93,680,000 187,460,000

110.8519A 110A 76

2 2 557,231,000 469,869,000 1,027,10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102,690,000 205,580,000

3 6 557,231,000 475,069,000 1,032,30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206,620,000

4 6 557,231,000 475,069,000 1,032,30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103,210,000 206,620,000

기준층 62 557,231,000 480,269,000 1,037,50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103,730,000 207,660,000

108.8119T 108T 4 2 4 546,976,000 479,624,000 1,026,60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102,640,000 205,480,000

110.8519T 110T 6
1 2 557,231,000 484,169,000 1,041,40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104,120,000 208,440,000

2 4 557,231,000 489,369,000 1,046,60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209,480,000

138.8369T 138T 4 1 4 697,906,000 597,294,000 1,295,2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129,500,000 259,200,000
140.8769T 140T 3 1 3 708,161,000 605,239,000 1,313,40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262,84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홍보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108.8119A 108.0459B 108.8109C 110.8519A 108.8119T 110.8519T 138.8369T 140.8769T 비고
홍보관 등의 약식 표기 108A 108B 108C 110A 108T 110T 138T 140T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 및 동호수별 돌출 발코니 유형 구분
구분 108A 108B 108C 110A 108T 110T 138T 140T

표준형
(돌출발코니 없음)

• 1401동 1,3,4호 2,3층
• 1402동 1호 2~20층
• 1402동 3,4호 1~3층
• 1403동 1호 2~7,9,10,13,14,16층
• 1403동 3호 2,3층
• 1404동 1호 2~20층
• 1404동 3,4호 1~3층
• 1405동 1호 2,3층,
• 1405동 3,4호 1~3층
• 1406동 1~4호 3~10층
• 1407동 1호 2~10층
• 1407동 3호 1~10층
• 1410동 1,2호 1~18층
• 1410동 3,4호 1~3층
• 1411동 1,2호 1~18층
• 1411동 3,4호 1~3층 

• 1403동 4호
 2~16층

• 1407동 4호
 2~10층

• 1401동 2호 2,3층
• 1402동 2호 1~20층
• 1403동 2호 2~16층
• 1404동 2호 1~20층
• 1405동 2호 1~3층
• 1407동 2호 1~10층

• 1408동 1~4호
3~14층

• 1409동 1,2호
2~15층

• 1406동 1~4호
2층

• 1408동 1~4호
2층

• 1409동 1,2호
1층

• 1406동 1~4호
1층

•1408동 1,2,4호
1층

구분 108A 108B 108C 110A 108T 110T 138T 140T

침실2

개방형

3면 
유리난간

• 1401동 1호
  4,6,8,10,12,14,16,18,20,22,24층
• 1403동 1호 12층
• 1405동 1호 5,7,9,11,13,15,17,19층

CON난간

• 1402동 3호 5,7,9,11,13,15,17,19층
• 1402동 4호 4,6,8,10,12,14,16,18,20층
• 1403동 3호 4,6,8,10,12,14,16층
• 1404동 3호 5,7,9,11,13,15,17,19층
• 1404동 4호 4,6,8,10,12,14,16,18,20층
• 1410동 3호 5,7,9,11,13,15,17층
• 1410동 4호 4,6,8,10,12,14,16,18층
• 1411동 3호 5,7,9,11,13,15,17층
• 1411동 4호 4,6,8,10,12,14,16,18층

폐쇄형

• 1401동 3호   
  4,6,8,10,12,14,16,18,20,22,24층
• 1401동 4호   
  5,7,9,11,13,15,17,19,21,23,25층
• 1405동 3호 5,7,9,11,13,15,17,19층
• 1405동 4호 4,6,8,10,12,14,16,18,20층

• 1401동 2호 
  5,7,9,11,13,
15,17,19,21,23,25층

• 1405동 2호  
  4,6,8,10,12,
14,16,18,20층

침실3

개방형

1면(전면)
유리난간

• 1401동 2호 
  4,6,8,10,12,
14,16,18,20,22,24층

• 1405동 2호 5,7,9,
11,13,15,17,19층

3면 
유리난간

• 1401동 1호  
  5,7,9,11,13,15,17,19,21,23,25층
• 1403동 1호 8,11,15층
• 1405동 1호 4,6,8,10,12,14,16,18,20층

CON난간

• 1402동 3호 4,6,8,10,12,14,16,18,20층
• 1402동 4호 5,7,9,11,13,15,17,19층
• 1403동 3호 5,7,9,11,13,15층
• 1404동 3호 4,6,8,10,12,14,16,18,20층
• 1404동 4호 5,7,9,11,13,15,17,19층
• 1410동 3호 4,6,8,10,12,14,16,18층
• 1410동 4호 5,7,9,11,13,15,17층
• 1411동 3호 4,6,8,10,12,14,16,18층
• 1411동 4호 5,7,9,11,13,15,17층

폐쇄형

• 1401동 3호 
  5,7,9,11,13,15,17,19,21,23,25층
• 1401동 4호 
  4,6,8,10,12,14,16,18,20,22,24층
• 1405동 3호 4,6,8,10,12,14,16,18,20층
• 1405동 4호 5,7,9,11,13,15,17,19층

※ 본 아파트는 위례신도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단지 외관 특화 적용 단지로 주택형별 일부세대에 외부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타입별 신청만 가능하며, 돌출형 발코니 유무 및 유형에 따른 신청 구분은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계약자는 상기 돌출형 발코니 설계 및 시공 여부를 사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돌출형 발코니가 설치된 타입은 표준형 타입에 비해 거실, 침실2, 침실3, 알파룸 등이 확장시에 300mm 짧게 설치됩니다.(타입별 상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서울특별시(1년 이상)
/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1년 미만)

2019.12.26.(목)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청약 참가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9.12.27.(금) 08:00~17:30

※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당해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으로 접수해야 함(타지역 청약 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당첨자 발표 및 서류검수 일정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 검수 일정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일시 : 2020.01.03.(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앱에서 개별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기간 : 2020.01.04.(토) ~ 2020.01.08.(수) (10:00~16:00)
- 장소 : 당사 홍보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을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0.01.14.(화) ~ 2020.01.16.(목), 3일간, 10:00~16:00 당사 홍보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분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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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 시 2021-03-05 입주지정일

108A 8,870,000 880,000 2,000,000 5,990,000

공사부위 홍보관 및
계약 시 확인 필요

108B 8,470,000 840,000 2,000,000 5,630,000

108C 8,500,000 850,000 2,000,000 5,650,000

110A 8,610,000 860,000 2,000,000 5,750,000

108T 8,870,000 880,000 2,000,000 5,990,000

110T 8,610,000 860,000 2,000,000 5,750,000

138T 8,760,000 870,000 2,000,000 5,890,000

140T 8,390,000 830,000 2,000,000 5,560,000

• 각 단위세대는 동일 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주거동별, 층별로 발코니면적(서비스면적), 개방형 발코니 난간의 형태 및 재질은 상이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 계약금 입금증 본인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홍보관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수납 일체 불가함)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홍보관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12.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안 설치개소 설치위치
세대당 설치금액

비고
옵션1 (일반형) 옵션2 (고급형)

108A,B,C,T

1안 3 거실+주방+침실1 4,580,000 5,330,000

• 제조사 : LG전자(IoT 연계 기능 미적용)

• 시스템에어컨 IoT 적용시 Wi-Fi 모듈 필요 (7만원/실내기)
→ 시스템에어컨 IoT 적용을 원하는 계약자는 설치업체와 직접 계약 

(에어컨 기존 장비에 Wi-Fi 모듈설치, 사양 및 제품변경 되지 않음)
→ LG전자 전용어플로 제어가능

• 홈 IoT(카카오)와 연동되지 않음

• 고급형 : 공기청정기능

• 모델명,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홍보관 및 계약시 확인 필요)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50,000 7,05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50,000 7,05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090,000 8,34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140,000 9,640,000

110A,T

1안 3 거실+주방+침실1 4,580,000 5,330,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050,000 7,05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050,000 7,05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090,000 8,34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8,140,000 9,640,000

138T

1안 3 거실+주방+침실1 6,350,000 7,100,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980,000 7,98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980,000 7,98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530,000 9,78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480,000 10,980,000

140T

1안 3 거실+주방+침실1 6,350,000 7,100,000

2-1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2 6,980,000 7,980,000

2-2안 4 거실+주방+침실1+침실3 6,980,000 7,980,000

3안 5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530,000 9,780,000

4안 6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480,000 10,980,000

2)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구분 품목 금액

108A
/

108T

① 현관 중문 + 현관바닥화강석 + 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4,000,000

② 거실 아트월 대리석 3,600,000

③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 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와인셀러 +아일랜드 + 주방상판, 벽체 + 오븐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주방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42,480,000

④ 주방팬트리
(수입주방가구 미선택시) 주방팬트리도어 + 시스템가구 2,800,000

⑤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10,100,000

⑥ 침실1 드레스룸도어+시스템가구+화장대+슬라이딩도어+침실1비데일체형양변기+빨래건조대 6,840,000

108B

① 현관 중문 + 현관 바닥 화강석+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4,100,000

② 거실 아트월 외 대리석+복도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7,220,000

③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아일랜드 + 주방상판,벽체 + 오븐 + 빌트인김치냉장고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37,500,000

④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8,500,000

⑤ 침실1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가구 +화장대 + 슬라이딩 도어 + 침실 1 비데일체형 양변기 + 빨래건조대 5,380,000

108C

① 현관 중문 + 현관바닥 화강석 + 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5,690,000

② 거실 아트월 대리석 5,200,000

③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 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아일랜드 + 주방상판, 벽체 + 오븐 + 빌트인 김치냉장고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 복도 도어 + 시스템 가구 + 침실2 드레스룸 도어 + 침실2 시스템 가구 +
 슬라이딩 도어(슬라이딩 도어 또는 벽체 선택 가능)

38,500,000

④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8,300,000

⑤ 침실1 드레스룸도어 + 시스템가구 + 화장대 + 슬라이딩도어 + 침실1비데일체형양변기 + 빨래건조대 7,140,000

110A
/

110T

① 현관 중문 + 현관바닥화강석 + 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4,000,000

② 거실 아트월 대리석 3,600,000

③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 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와인셀러 +아일랜드 + 주방상판, 벽체 + 오븐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주방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42,480,000

④ 주방팬트리
(수입주방가구 미선택시) 주방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2,800,000

⑤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10,100,000

⑥ 침실1 드레스룸도어 + 시스템가구 + 화장대 + 슬라이딩도어 + 침실1비데일체형양변기 + 빨래건조대 6,840,000

138T
/

140T

① 현관 중문 + 현관바닥 화강석+에어샤워기 + 에어브러쉬 + 현관창고도어 + 시스템가구 +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 복도장 5,960,000

② 거실 아트월 대리석 3,600,000

③ 수입가구옵션 외 3구/1구 인덕션 + 후드 + 수전 + 싱크볼 + 와인셀러 +아일랜드 + 주방상판, 벽체 + 오븐 + 빌트인 김치냉장고+
주방 팬트리 도어 + 시스템가구 + 하부장 + 손빨래세탁볼 + 수전 42,480,000

④ 바닥재 폴리싱타일(거실 + 주방) + 원목마루(침실1 + 침실2 + 침실3 + 드레스룸) (폴리싱 타일은 원목마루로 교체 시공 가능) 10,100,000

⑤ 침실1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가구 + 화장대 + 슬라이딩 도어 + 침실 1 비데일체형 양변기 + 빨래건조대 8,070,000

⑥ 침실3 반침장 침실3 반침장 1,220,000

3)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 시 2021-04-05 입주지정일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10% 20% 70% 공사부위 홍보관 및 계약 시 확인 필요

■  분양 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옵션 금액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KEB하나은행 215-910031-55104 ㈜호반건설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0.01.14.(화)~2020.01.16.(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사이버 홍보관 : www.hobansummit-sp2.co.kr
■  분양문의 : ☎ 1566-322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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