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구분 24A 24C 28A 29A 29C 42A

발코니확장금액 2,658,000 5,069,000 3,226,000 2,400,000 4,833,000 10,148,000

계약금(10%) 계약시 265,800 506,900 322,600 240,000 483,300 1,014,800

잔금(90% 입주지정일 2,392,200 4,562,100 2,903,400 2,160,000 4,349,700 9,133,200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유상옵션)

※ 모든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 업체명 모델명 일반형 공기청정형 비고

24A, 24C 거실

삼성전자

거실: AC040RN1DBC1
실외기: AC040RX1DBC1 1,400,000 1,700,000 실내기 1대

28A, 29A, 29C 거실 거실: AC052RN1DBC1
실외기: AC052RX1DBC1 1,550,000 1,850,000 실내기 1대

42A 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AJ040MB1PBC1
침실1: AJ020MB1PBC1
침실2: AJ016MB1PBC2
실외기: AJ030MXHNBC1

3,400,000 4,300,000 실내기 3대

2) 특화품목
TYPE 품목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액

24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3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0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x600) 박판타일 (600x1200) 400,000

붙박이장 미제공 가전소물장, 붙박이장 14,800,000

24C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5,1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0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x600) 박판타일 (600x1200) 400,000

붙박이장 미제공 가전소물장, 붙박이장 14,800,000

28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7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x600) 박판타일 (600x1200) 400,000

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14,800,000

29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4,6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x600) 박판타일 (600x1200) 400,000

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15,800,000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아파트) 옵션계약안내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TYPE 품목 기본형(무상)-1안 선택형(유상)-2안 금액

29C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5,9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0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3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x600) 박판타일 (600x1200) 400,000

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미제공 가전소물장+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15,800,000

42A

바닥 마감재 강마루 원목마루 10,400,000

거실 아트월 일반타일 (400x800) 대형타일 (600x1200) 20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벽타일 + 인조대리석 상판 벽 +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3,900,000

주방 상부장 여닫이장 플랩장 900,000

욕실 고급화 국산타일 외산 및 대형타일 1,600,000

현관 바닥타일 일반타일 (600x600) 박판타일 (600x1200) 500,000

침실 붙박이장 미제공 제공 13,400,000

3) 가전품목
TYPE 품명 제조사 모델명 금액 비고

전 타입

콤비냉장고 삼성전자 RL2640Z(Y)BBEC 700,000 -

의류관리기 엘지전자
S3HFB(화이트색상) 1,250,000 특화옵션 ‘붙박이장’ 또는 

‘붙박이장 및 히든도어’ 선택 시 적용 가능S3DFB(블랙색상) 1,290,000

드럼세탁기 삼성전자 WW90T3000KW 470,000 -

의류건조기 삼성전자 DV90T5540BW 1,050,000 드럼세탁기 선택 시 가능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10%) 우리은행 1005-303-72814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잔금(90%) 우리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추가선택 품목대금 중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한 잔금은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계약체

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및 가전품목의 경우 발코니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아파트) 옵션계약안내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