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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중도금 납부 안내

  아파트중도금 3회차 및 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도금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납부 일정과 금액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아          래 ‐

1. 중도금 납부 기한 : 2021년 9월 23일(목)

2. 유의사항

  1) 중도금 납부금액은 별도 안내해 드리지 않으니 각각의 공급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금 납부일(2021년9월23일)보다 미리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납 할인이 적용되며, 

     선납 할인이 적용된 금액은 해당품목의 잔금 납부액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3) 중도금 납부일(2021년9월23일) 이후에(9월24일) 납부하시는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5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파트중도금, 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꼭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중도금 납부금액 및 입금계좌 안내

  1) 발코니 확장비

    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체결시 2021.09.23 입주지정일

59  7,150,000  715,000 1,430,000 5,005,000

72 10,010,000 1,001,000 2,002,000 7,007,000

84 10,923,000 1,092,300 2,184,600 7,646,100

    ②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비 광주은행 1107 – 021 - 074795 대한토지신탁㈜

  2)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① 유상옵션 품목별 금액                                                  

     [시스템에어컨]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구 분 에이컨 설치 적용실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9.23 입주지정일 

59
선택1 거실 + 안방 2,800,000 280,000 560,000 1,960,000
선택2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5,400,000 540,000 1,080,000 3,780,000

72
선택1 거실 + 안방 3,000,000 300,000 600,000 2,100,000
선택2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5,600,000 560,000 1,120,000 3,920,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700,000 670,000 1,340,000 4,690,000

84
선택1 거실 + 안방 3,200,000 320,000 640,000 2,240,000
선택2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5,800,000 580,000 1,160,000 4,060,000
선택3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900,000 690,000 1,380,000 4,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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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환기장치]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9.23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1,100,000 110,000 220,000 770,000

     [주방엔지니어드스톤]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9.23 입주지정일 

59 1,500,000 150,000 300,000 1,050,000
72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84 1,800,000 180,000 360,000 1,260,000

     [교육특화가구]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금 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9.23 입주지정일 

59 1,800,000 180,000 360,000 1,260,000
72 2,000,000 200,000 400,000 1,400,000
84 2,100,000 210,000 420,000 1,470,000

     [현관중문]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9.23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1,000,000 100,000 200,000 700,000

     [드레스룸특화]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9.23 입주지정일 

59 2,200,000 220,000 440,000 1,540,000
72 2,500,000 250,000 500,000 1,750,000
84 2,600,000 260,000 520,000 1,820,000

     [빌트인 가전]                                                                            [단위: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구 분 선택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9.23 입주지정일 

전기쿡탑 전주택형
선택1 하이라이트2구+인덕션1구 800,000 80,000 160,000 560,000
선택2 하이라이트1구+인덕션2구 1,000,000 100,000 200,000 700,000

오븐 전주택형
선택1 전기오븐 350,000 35,000 70,000 245,000
선택2 스팀오븐 600,000 60,000 120,000 420,000

냉장고 전주택형 - 6,000,000 600,000 1,200,000 4,200,000
김치냉장고 전주택형 1,200,000 120,000 240,000 840,000
식기세척기 전주택형 1,200,000 120,000 240,000 840,000

     [안전창 및 방범창]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09.23 입주지정일 

59
안전창 1,500,000 150,000 300,000 1,050,000
방범창 1,800,000 180,000 360,000 1,260,000

72
안전창 1,700,000 170,000 340,000 1,190,000
방범창 2,000,000 200,000 400,000 1,400,000

84
안전창 2,000,000 200,000 400,000 1,400,000
방범창 2,300,000 230,000 460,000 1,610,000

    ②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우리은행 1005 – 003 - 979033 주식회사 한라

※ 문의 전화(분양사무실) : 042-840-9588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