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휴먼빌 가족이 되신 것에 감사드리며, 

항상 고객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유상옵션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행사 

기간 내에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금번 행사 시 기존에 선택하신 무상옵션 변경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유상옵션 계약 및 무상옵션 변경 행사 안내

   - 일 시 : 2023년 2월 3일(금) ~ 2월 4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 소 :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견본주택

2. 유상옵션 계약 안내

  ① 유상옵션 계약은 중도금대출 신청 시 견본주택에서 계약하실 수 있으며,

     계약을 원하시는 유상옵션 품목의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지정된 계좌로 미리 

입금하신 후 방문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견본주택 수납 불가)

  ② 옵션 계약 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옵션대금 납부계좌   농협 301-0311-3217-21   예금주 : 일신건영(주)
견본주택 

수납 불가

입금 시 유의사항

① 입금 시 필히 ‘동 - 호수’로 입금

   (예 : 101동 101호 세대인 경우 → ‘101 - 101’로 입금)

② 옵션 계약 품목별 계약금 각각 입금

   (예 : ‘전기인덕션, 현관중문’ 계약 할 경우 

        → 품목별 계약금 2번 나누어서 동-호수로 입금)

계약자명 

또는 

타인명의 

입금 불가

계약 시 준비물
옵션계약금 납부영수증, 계약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공급계약서 원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유상옵션 계약 행사안내



③ 옵션품목 및 계약금 안내     

                                                                (단위:원, VAT포함)

구분 주택형 금액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계약시 2023.11.28 입주지정일 

침실1 드레스룸

(고급형 시스템가구 + 슬라이딩도어)

74A,74B,74C 1,100,000 110,000 440,000 550,000

84A,84B,84C 1,300,000 130,000 520,000 650,000

전기 인덕션3구

(하츠 EIC-30NW(B)P211)
전타입 1,000,000 100,000 400,000 500,000

주방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74A 4,100,000 410,000 1,640,000 2,050,000

74B,74C 3,600,000 360,000 1,440,000 1,800,000

84A 6,000,000 600,000 2,400,000 3,000,000

84B 4,800,000 480,000 1,920,000 2,400,000

84C 4,400,000 440,000 1,760,000 2,200,000

공간 특화
건식벽체 + 출입문1개소 84A,84B,84C 1,200,000 120,000 480,000 600,000

독립형주방 일체형 84A 1,900,000 190,000 760,000 950,000

현관중문
3연동 도어 74A,74B,74C 1,200,000 120,000 480,000 600,000 

슬라이딩 도어 84A,84B,84C 1,100,000 110,000 440,000 550,000 

장식장 특화

복도 장식장 74A 1,900,000 190,000 760,000 950,000

복도 팬트리 + 장식장 84A 3,800,000 380,000 1,520,000 1,900,000

침실1 확장형 팬트리

(알파룸 벽체 미설치)
74B,74C 1,400,000 140,000 560,000 700,000

주방 팬트리 시스템가구 74A 1,100,000 110,000 440,000 550,000

거실+주방 바닥타일

74A 2,700,000 270,000 1,080,000 1,350,000

74B,74C 2,200,000 220,000 880,000 1,100,000

84A 3,100,000 310,000 1,240,000 1,550,000

84B,84C 2,700,000 270,000 1,080,000 1,350,000

[ 문의처 ] 일신건영 고객센터 ☎ (02)480-3100

양평 공흥3 휴먼빌 견본주택 ☎ 1533-7484 
         

        일  신  건  영  주  식  회  사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