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칸옵션

침실 분리형
침실 하이브리드 월

(침실1 붙박이장 포함)
침실 하이브리드 월 오픈형

(침실1 붙박이장 포함)

[ 기본형 ] 1,900,000원 1,000,000원

59㎡A 옵션품목 안내(조합원)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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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드레스룸

발코니2

주방/식당

실외기실

발코니1

현관
팬트리

➊
➋

➌ ➌ ➌

➌

➍

➎

➏

➏

➐

➐

➑

➒

➓

59㎡A 옵션품목 안내(조합원)
※ 계약 전 선택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시어 계약 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기본평면 |

가전 유상옵션
➊ 전기쿡탑  ➋ 식기세척기  ➌ 시스템 에어컨 
➍ 공기청정운전모드시스템/제균시스템 ➎ 빌트인 냉장고

마감 유상옵션
➏ 주방벽 고급마감(아트월 타일 + 엔지니어드 스톤)  ➐ 조명 업그레이드  
➑ 공용욕실 스마트 미러  ➒ 공용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➓ 3연동 슬라이딩 현관중문

공간 · 가구 유상옵션  안방 붙박이장   칸칸옵션

시스템에어컨(안방, 거실), 전기오븐, 침실1 붙박이장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 발코니 확장(전동 빨래 건조대)

▣ 유의사항
1. 본 카탈로그에 사용된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디자인 및 형태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시 제시된 선택사항 외에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2개소 기본제공으로 스탠드 및 벽결이형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4.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기본 제품을 가감처리한 금액입니다. (예시 :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임.) 

6. 기존모델의 단종,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불가능할 경우 동제조사의  동종, 동급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7.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옵션 선택시 부위별 가구 설치 및 레이아웃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10. 계약 후 변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계약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제품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공정상(발주 및 시공)의 사유로 추가계약, 변경, 해약이 불가합니다.

12. 상기 품목들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등이 부과됩니다.

1. 유상옵션 품목

➓ 현관중문

미설치 3연동 슬라이딩도어

[ 기본형 ] 1,500,000원

➒ 양변기

양변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 기본형 ] 300,000원

 안방 붙박이장

미설치 설치

[ 기본형 ] 1,900,000원

➑ 공용욕실 스마트 미러

욕실 상부장
스마트 욕실 상부장  스마트미러

(스마트저울 포함)

[ 기본형 ] 1,100,000원

침실1

침실2

특별제공 옵션

무상선택

※ 침실1 붙박이장 기본제공



무상옵션 선택

[ 기본형 ] 무상선택

안방 드레스룸
+입식화장대

안방 대형드레스룸

➏ 주방벽 고급마감(아트월 타일 + 엔지니어드 스톤)

[ 기본형 ]

주방벽1
(벽지)

주방벽2
(타일)

1,000,000원

주방벽1
(아트월 타일)

주방벽2
(엔지니어드 스톤)

2. 유상옵션 금액

구분 품목
품목세부

계약금(10%) 중도금(10%)
(2021.12.10)

잔금(80%)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전일까지)

공급금액 
제조사 세부

가전

전기쿡탑 (택1) SK매직
  하이브리드쿡탑 ERA-BTH32 40,000 40,000 320,000 400,000

  인덕션3구 IHR-BF30C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식기세척기 (택1)
SK매직 DWA-81R5B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LG DUB22S 115,000 115,000 920,000 1,150,000

시스템 에어컨 LG   추가 2개소 (침실1, 2) 250,000 250,000 2,000,000 2,500,000

공기청정 운전모드시스템 / 제균시스템 50,000 50,000 400,000 500,000

빌트인 냉장고 (택1)
삼성 BRS665040SR 590,000 590,000 4,720,000 5,900,000

LG S711SI24B 610,000 610,000 4,880,000 6,100,000

마감

주방벽 고급마감 (아트월타일+엔지니어드 스톤) 100,000 100,000 800,000 1,000,000

조명 업그레이드 250,000 250,000 2,000,000 2,500,000

공용욕실 스마트미러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공용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30,000 30,000 240,000 300,000

3연동 슬라이딩 현관중문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공간ㆍ가구

안방 붙박이장 190,000 190,000 1,520,000 1,900,000

칸칸 스마트스페이스
(침실1,2 / 택1)

침실 하이브리드월 190,000 190,000 1,520,000 1,900,000

침실 하이브리드월 오픈형 100,000 100,000 800,000   1,000,000 

(금액 : 원, 부가세포함) 

➋ 식기세척기 (택1)

SK매직 LG

1,100,000원 1,150,000원

3. 세부 선택사항   

➊ 전기쿡탑 (택1)

3구 가스쿡탑
SK매직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 + 하이라이트)

SK매직 3구 인덕션

[기본형] 400,000원 1,100,000원

➌ 시스템 에어컨 (LG전자)

추가 2개소(침실1, 2) : 2,500,000원

➎ 빌트인 냉장고

일반냉장고 설치공간 삼성/LG 택1

[ 기본형 ] 
삼성 : 5,900,000원
LG   : 6,100,000원

➍ 공기청정운전모드시스템/제균시스템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 일반 환기운전모드

스마트환기

전열교환기 헤파필터 
+ 일반 환기운전모드

+스마트환기
+공기청정 운전모드 

+ 제균시스템

[기본형] 500,000원

※  공기청정모드시스템/제균시스템은 기본 전열교환기에 기능이 추가되는 옵션입니다.

※ 미선택시 하부장 설치

➐ 조명 업그레이드

거실-직접조명 안방-직접조명 거실-직접 + 간접조명, 디밍, 색온도 안방-직접조명, 디밍, 색온도

[ 기본형 ] 2,500,000원

거실 안방 거실 안방

조명
직접조명

(우물천장 기본)
직접조명 조명

직접조명 + 간접조명
(우물천장 기본)

직접조명

디밍 X X 디밍 O O

색온도 X X 색온도 O O

공기

59㎡A 옵션품목 안내(조합원)

※ 무상선택(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