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9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9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침실

주방주방

현관현관

거실거실

욕실욕실

확장형
■ 주방특화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을”이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가전

① 3구 하이브리드 쿡탑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②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② 전기오븐 [전기오븐 설치 위치]

전기오븐

선택안 선택1

설치 위치 거실+침실

금액 3,8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방가전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금액  700,000  45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9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① 3구 하이브리드

유상옵션품목_3939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방가전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금액 700,000 45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설치 위치 거실+침실1

금액 3,900,000 

■ 천장형시스템에어컨  

※ 4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주방

침실1침실1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 현관 

욕실욕실

확장형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을”이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가전

① 3구 하이브리드 쿡탑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 + 하일라이트 1구)

②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전기오븐 설치 위치]

전기오븐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4,100,000
계약금(10%)

계약시
1,41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12,690,000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9A

유상옵션품목_49A49A

②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① 3구 하이브리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방가전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금액  700,000  45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설치 위치 거실+침실1

금액 3,9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4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주방

침실1침실1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 현관 

욕실욕실

확장형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을”이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가전

① 3구 하이브리드 쿡탑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 + 하일라이트 1구)

②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전기오븐 설치 위치]

전기오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9B

유상옵션품목_49B

②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① 3구 하이브리드



주방주방

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 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9,700,000
계약금(10%)

계약시
1,97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17,730,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선택안 선택1 선택2

설치 위치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금액 4,100,000 7,0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5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 5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

ⓑ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59A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 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7,900,000 13,500,000 540,000 8,800,000 6,800,000 33,30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600,000 2,950,000 5,200,000 5,450,000 1,000,000 700,000 450,000

유상옵션품목_59A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 (바닥/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 5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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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 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 / 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 5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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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 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국산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
[수입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서랍 톨장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2,3 등

 주방 직부등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식기세척기 전기오븐전기오븐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식기세척기

※ 5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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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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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주방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 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 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8,200,000 13,900,000 540,000 8,800,000 6,200,000 33,500,000

금액 19,900,000
계약금(10%)

계약시
1,99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17,91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선택2

설치 위치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금액 4,100,000 7,0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확장형

59B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

ⓑ

※ 5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600,000 3,000,000 5,100,000 5,350,000 1,000,000 700,000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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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 (바닥 / 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 + 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 5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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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 + 벽 + 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 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 / 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 5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국산, 수입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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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 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오븐 전기오븐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국산 주방] [수입 주방]

톨장 톨장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 + 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 2, 3 등

 주방  직부등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 5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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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품목_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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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600,000 3,050,000 5,200,000 5,500,000 1,000,000 700,000 450,000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 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9,100,000 15,200,000 540,000  10,300,000 5,800,000 33,300,000

금액 22,400,000
계약금(10%)

계약시
2,24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0,16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선택2

설치 위치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금액 4,100,000 7,1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7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등이 균질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 7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 ⓑ

ⓐ

침실1침실1

주방주방

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7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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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7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바닥/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 7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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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국산, 수입주방 선택에 따라 식탁 위치가 상이하며, 소비자가 보유하신 또는 원하시는 소파의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 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국산주방/ 수입주방 식탁 배치 예시]

식탁

식탁

±4
47

0

±4
67

0

[국산주방] [수입주방]

※ 이미지에 표기된 치수는 참조용 치수이며, 본공사 시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 7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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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 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국산 주방] [수입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서랍 톨장

전기오븐 전기오븐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 7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 (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 2, 3 등

 주방  직부등 직부등+우물천장 (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 7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냉동 냉장 김냉

유상옵션품목_70B

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유상옵션품목_59A

Memo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품목_70B



주방주방

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 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8,800,000 14,600,000 540,000 9,500,000 5,100,000 29,400,000

금액 22,000,000
계약금(10%)

계약시
2,20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19,80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선택2

설치 위치 거실+침실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금액 4,100,000 7,1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7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 7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

ⓑ

70A

구분 욕실특화 조명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
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
오븐국산 수입

금액 8,600,000 3,100,000 5,200,000 5,450,000 1,000,000 700,000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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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 (바닥 / 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 + 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 7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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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특화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 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 / 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국산, 수입주방]

※ 7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품목_70A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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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오븐

냉장고 냉장고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식기세척기/전기오븐/냉장냉동고+김치냉장고 설치 위치]

◀VIEW B ◀VIEW B

VIEW A ▶ VIEW A ▶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 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산 주방] [수입 주방]

[기본형] [기본형]

VIEW A VIEW AVIEW A VIEW AVIEW B VIEW BVIEW B VIEW B

[유상옵션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 인출식 톨장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 (W/간접등)

디밍 + 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 2, 3 등

 주방  직부등 직부등+우물천장 (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 7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W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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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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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3,100,000
계약금(10%)

계약시
2,31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0,79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선택2 선택3

설치 위치 거실+침실1+주방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금액 5,700,000 7,200,000 8,7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84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 84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 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 수납형 증가 주방가구 외 주방 수납형 증가

금액 10,100,000 17,900,000 540,000 10,100,000 6,500,000 7,000,000 34,700,000 35,200,000

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700,000 3,250,000 5,200,000 5,500,000 1,000,000 700,000 450,000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거실거실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주방주방

침실3침실3

ⓑ

ⓑ

ⓑ

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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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 (바닥/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 + 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 84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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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 수납형 증가 선택 시 침실3 내폭이 약 500㎜ 축소되어 제공됩니다.

① 국산주방

③ 수입주방 ④ 수입주방_주방 수납형 증가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국산주방_주방 수납형 증가

[주방상판+벽+씽크수전]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수전

② 주방 수납형 증가

③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④ 주방 수납형 증가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 84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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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국산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국산 주방_기본형] [수입 주방_기본형][국산 주방_주방 수납형 증가] [수입 주방_주방 수납형 증가]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오븐전기오븐전기오븐

톨장 [수입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톨장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2,3 등

 주방 직부등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 84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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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옵션품목_59A

Memo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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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5,400,000
계약금(10%)

계약시
2,54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2,86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선택2 선택3

설치 위치 거실+침실1+주방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금액 5,700,000 7,200,000 8,7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 84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

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주방주방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10,900,000 17,800,000 540,000 9,300,000 6,400,000 37,800,000

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700,000 3,000,000 5,200,000 5,500,000 1,000,000 700,000 450,000

침실3침실3

ⓑ

ⓑ

ⓑ

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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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 상이하며, 84C, 100B 타입의 부분임대 세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 (바닥/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 84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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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산, 수입주방 선택에 따라 식탁 위치가 상이하며, 소비자가 보유하신 또는 원하시는 소파의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국산주방/ 수입주방 식탁 배치 예시]

식탁

식탁

±4
74

0

±4
94

0

[국산주방] [수입주방]

※ 이미지에 표기된 치수는 참조용 치수이며, 본공사 시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84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유상옵션품목_84B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수입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서랍 톨장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식기세척기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식기세척기 전기오븐전기오븐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2,3 등

 주방 직부등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 84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냉동 냉장 김냉

유상옵션품목_84B

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유상옵션품목_59A

Memo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품목_84B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7,600,000 14,300,000 540,000 10,700,000 6,400,000 33,200,000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4,300,000
계약금(10%)

계약시
2,43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1,87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선택2 선택3

설치 위치 거실+침실1+주방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금액 5,700,000 7,200,000 8,7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 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주방주방

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700,000 3,000,000 5,200,000 5,500,000 1,000,000 700,000 450,000

부분임대부분임대
(침실3)(침실3)

ⓑ

현관현관

욕실욕실

주방주방

84C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유상옵션품목_84C

※ 84C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C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 상이하며, 84C, 100B 타입의 부분임대 세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 부분임대(침실3)은 마감특화 유상옵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 (바닥/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유상옵션품목_84C

※ 84C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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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산, 수입주방 선택에 따라 식탁 위치가 상이하며, 소비자가 보유하신 또는 원하시는 소파의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국산주방/ 수입주방 식탁 배치 예시]

식탁

식탁

±4
56

0

±4
76

0

[국산주방] [수입주방]

※ 이미지에 표기된 치수는 참조용 치수이며, 본공사 시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수입주방]

유상옵션품목_84C

※ 84C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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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식기세척기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식기세척기 전기오븐전기오븐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2,3 등

 주방 직부등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 84C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C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국산 주방] [수입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서랍 톨장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냉동 냉장 김냉

유상옵션품목_84C

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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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품목_84C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7,200,000
계약금(10%)

계약시
2,72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4,48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선택2 선택3

설치 위치 거실+침실1+주방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금액 5,700,000 7,200,000 8,7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

ⓑ

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 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주방주방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11,500,000 18,800,000 540,000 11,400,000 6,400,000 33,200,000

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700,000 3,050,000 5,200,000 5,500,000 1,000,000 700,000 450,000

알파룸알파룸

ⓑ

ⓑ

ⓑ

84D

유상옵션품목_84D

※ 84D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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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 상이하며, 84C, 100B 타입의 부분임대 세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바닥/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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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산, 수입주방 선택에 따라 식탁 위치가 상이하며, 소비자가 보유하신 또는 원하시는 소파의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국산주방/ 수입주방 식탁 배치 예시]

식탁

식탁

±4
56

0

±4
76

0

[국산주방] [수입주방]

※ 이미지에 표기된 치수는 참조용 치수이며, 본공사 시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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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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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 전기오븐전기오븐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2,3 등

 주방 직부등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 84D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D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주방] [수입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서랍 톨장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냉동 냉장 김냉

유상옵션품목_84D

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Memo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품목_84D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7,700,000
계약금(10%)

계약시
2,77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4,930,000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안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설치 위치 거실+침실1+주방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주방+침실1

+침실2+침실3
거실+주방+침실1

+침실2+침실3+침실4

금액 5,900,000 7,500,000 9,000,000 10,4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10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 10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
ⓑ ⓑ

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

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주방주방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13,400,000 21,400,000 540,000 11,700,000 7,100,000 33,200,000

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800,000 3,450,000 5,200,000 5,500,000 1,000,000 700,000 450,000

침실4침실4

ⓑ

ⓑ

100A

유상옵션품목_100A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 (바닥/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 10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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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 10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국산,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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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국산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
[수입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톨장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식기세척기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식기세척기 전기오븐전기오븐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2,3 등

 주방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주방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 10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0A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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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④ 전기오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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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8,700,000
계약금(10%)

계약시
2,870,000

잔금(90%)
입주지정일

25,830,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선택안 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

설치 위치 거실+침실1+주방 거실+침실1+침실2+침실3
거실+주방+침실1

+침실2+침실3
거실+주방+침실1

+침실2+침실3+침실4

금액 5,900,000 7,500,000 9,000,000 10,4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10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장형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① 바닥재 아시아산 타일+강마루 
선택1) 유럽산 타일(현관, 거실, 주방, 복도)+원목마루(침실)

선택2) 유럽산 타일(현관)+원목마루(거실, 주방, 복도, 침실)

-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개별옵션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원목마루는 자재 특성상 옹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색상, 무늬, 패턴등이 균일하지 않으며, 길이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주방의 바닥재 적용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재 유상옵션 선택 1) 선택 시 타일의 나누기 및 배치는 본공사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유럽산 포세린 타일 ⓑ 유럽산 원목마루

유상옵션 

※ 10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바닥재 

[선택 1] [선택 2]

ⓐ

ⓑ
ⓑ

ⓑ

ⓐ ⓐ

ⓑⓑ

ⓑ

ⓑ

주방주방

부분임대부분임대
(침실4)(침실4)

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침실1침실1거실거실

침실2침실2

현관현관

욕실1욕실1

주방주방

욕실욕실

현관현관

구분
바닥재

환기시스템 마감특화
주방특화

선택1 선택2
국산 수입

상판+벽+씽크수전 주방가구 외

금액 9,800,000 17,300,000 540,000 12,100,000 5,600,000 31,500,000

구분 욕실 특화 조명 특화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3구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국산 수입

금액 8,800,000 3,350,000 5,200,000 5,500,000 1,000,000 700,000 450,000

100B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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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 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거실아트월 아시아산 포세린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복도, 식당 실크벽지 시트알판+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 자기질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마감특화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 상이하며, 84C, 100B 타입의 부분임대 세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 부분임대(침실4)는 마감특화 유상옵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 ⓐⓐ ⓓⓓ ⓒⓒ

ⓔⓔ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특화

타일 (바닥/벽) 국산 타일 유럽산 타일

 양변기 국산 투피스(욕실1) / 국산 원피스+비데(욕실2) 국산 비데 일체형

세면대 국산 일반형 국산 고급형 (페데스탈 일체형)

수전 국산 유럽산 수전

욕실장 슬라이딩 타입 슬라이딩 타입 W / 하부 센서등

욕조 에이프론 (욕실1) 세라믹 엔지니어드스톤

샤워부스 (욕실2) 크롬유광마감 매트블랙마감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욕실1 욕실2 욕실1 욕실2

타일
(바닥)

타일
(벽)

양변기

세면대

수전

욕실장

욕조 
에이프론/ 
샤워부스

■ 욕실특화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욕실1, 욕실2 적용기준으로 부분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장 하부 센서등의 디자인 및 욕실 천장에 설치된 센서의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매트블랙 샤워부스 색상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

[포인트][메인][포인트][메인]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욕조][세면대] [샤워][세면대]

 ※ 10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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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특화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씽크대 및 쿡탑의 위치, 주방상판 마감, 주방 벽 마감, 주방수전, 씽크볼, 주방TV, 악세서리 등이 상이하며, 국산주방에는 수저분리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타입 및 설치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주방 유상옵션 선택 시 가스차단기의 설치 위치는 국산주방 설치시의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쿡탑이 아일랜드 주방에 설치됨에 따라 추후 가스쿡탑 설치가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시연된 아일랜드 후드는 수입주방 선택 시 포함되어 제공되며 국산주방 선택 시 별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씽크대, 악세서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품목은 상이하며, 국산주방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은 유상옵션으로 개별 선택 가능합니다. 
※ 국산, 수입 주방 선택에 따라 주방 하부장의 높이가 상이합니다. 

① 국산주방

[기본형] [주방상판+벽+씽크수전]

②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
특화

①
국산
주방

주방 상판+벽+씽크수전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국산 씽크수전 유럽산 세라믹 타일+유럽산 씽크수전

②
수입
주방

주방가구 국산 제작가구 유럽산 주방가구 

주방 상판/벽 인조대리석(MMA)+국산 타일 유럽산 세라믹 타일

쿡탑 3구 가스쿡탑 3구 하이브리드쿡탑 (SK매직 / ERA-BTH32)

후드 국산 일반형 유럽산 아일랜드형 후드 (falmec / MIRA TOP)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씽크수전 국산 수전 외산 수전

씽크볼 국산 일반형 외산 사각형

주방 TV폰 10" Full Touch (상부장 거치) 10" Full Touch (벽체 매립형)

 ※ 10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주방가구

주방상판

주방벽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하부장+냉장고장 상부장

[수입주방]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

[국산, 수입주방][국산, 수입주방]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W Edition G Edition W Edition G Edition

쿡탑

후드

전기오븐 ㅡ

씽크수전

씽크볼

주방 TV폰  

악세서리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수입주방]

[상부장 부착형]
[벽부형]

[국산, 수입주방]

[수입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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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주방가전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

LG Objet 컨버터블 
냉장고(BC1L1AA1) / 냉동고(BC1F1AA) / 김치냉장고(BC1K1AA1)

[도어 마감] 
W Edition : 미스트 베이지 / G Edition : 미스트 크림화이트

②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DW60T7065SS)

③ 3구 하이브리드 3구 가스쿡탑 SK매직 (ERA-BTH32 / 인덕션 2구+하일라이트 1구)

④ 전기오븐 - SK매직 (EON-B450M)

■ 주방가전

※ 주방가전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시점에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LG Objet 컨버터블 냉장/냉동/김치냉장고의 도어 마감 및 색상은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에 따라 견본주택 내 시연된 제품으로 
     제공되며, 냉장고/냉동고의 설치 위치는 세대 좌우타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국산, 수입 주방), 인출식 톨장 or 인출식 서랍 톨장(수입주방)이 타입별 규격, 형태 등이 상이하게 제공되며, 일부타입은 주방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뒷벽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본공사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주방가구 걸레받이 일부가 따내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부타입은 주방가구 배치에 따라 주방하부 코너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사용상 불편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본공사 시 식기세척기 위 가구 판넬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미선택 시 하부장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및 전기오븐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이 별도 구매하는 전기용량 3.3㎾ 초과 전기쿡탑, 전기레인지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국산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톨장

[수입 주방]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인출식 서랍 톨장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특화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거실등 거실등, 침실1,2,3 등

 주방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가 타입별 상이하며, 일부 평형은 거실 우물천장이 확대되어 주방공간까지 하나의 
     우물천장으로 구성될 수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는 국산 or 수입 주방가구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간접조명은 매입조명 형태가 아니기에, 원거리에서 바라보았을 경우 조명기구가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단순 우물천장만 시공되며 간접조명이 설치될 등 박스 공간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으며, 설치되는 식탁 직부등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미선택 시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① 우물천장

[기본형] [조명특화 선택 시_국산주방] [조명특화 선택 시_수입주방]

 ※ 10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0B 타입 유상옵션 안내지의 평면 컬러링은 G Edition 마감재가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 인쇄물에 표기된 마감재의 색상은 인쇄품질, 모니터 성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설치 위치]

식기세척기전기오븐 식기세척기

[국산 주방] [수입 주방]

전기오븐

유상옵션품목_100B

② 식기세척기

주방하부장
동일 마감

[기본형] [유상옵션 선택 시]

③ 3구 하이브리드

④ 전기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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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231-910043-037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101동101호 홍길동: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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