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집 옵션사항 미리 체크하기!

5 9 A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안내

총 1,468세대 (59㎡Aㆍ B, 74㎡, 84㎡) 1577.9333

체크리스트                       동                       호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선택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선택

일반 옵션

1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

2-1 침실3 붙박이장 1,600,000 160,000 □

2-2 침실3 풀퍼니쳐 2,900,000 290,000 □

3 복도 팬트리 1,200,000 120,000 □

4-1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기본형) 3,320,000 332,000 □

4-2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고급형) 3,800,000 380,000 □

5 우물천정 간접조명 700,000 70,000 □

6 거실/주방 타일 1,650,000 165,000 □

7-1 주방 아일랜드 식탁(일반 MMA) 1,000,000 100,000 □

7-2 주방 엔지니어 스톤(아일랜드상판 마감 포함) 3,200,000 320,000 □

가전 옵션

1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

2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1,300,000 130,000 □

3 비스포크 냉장고 5,200,000 520,000 □

4 에어드레서(3벌) 1,200,000 120,000 □

5-1 시스템 에어컨 선택 1(2대) 3,000,000 300,000 □

5-2 시스템 에어컨 선택 2(4대) 5,100,000 510,000 □

계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별도 일정을 정해 안내 예정이며, 각 옵션별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추가 선택 품목 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설치 위치 구분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실내기 실외기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59A

거실, 침실1 선택1

삼성
전자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AJ025MXHNBC1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선택2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침실2,3(AJ016MB1PBC2)

AJ030MXHNBC1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2) 빌트인 가전 제품

주택형 품목 선택안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 타입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1
삼성
전자

NZ63A8708XW(화이트)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59A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 냉동, 김치) 선택1 RR40A7895AP + RZ34A7865AP + 

RQ34A7845AF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문 없음) + 김치냉장고장이 시공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옵션 전기인덕션 선택 시 가스쿡탑(3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 타입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77,000 616,000

침실3 풀퍼니쳐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59A

에어드레서(3벌)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복도 팬트리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침실3 붙박이장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침실1 화장대 + 드레스룸(기본형) 3,320,000 332,000 332,000 2,656,000

침실1 화장대 + 드레스룸(고급형)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700,000 70,000 70,000 560,000

거실/주방 타일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아일랜드 식탁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주방 엔지니어스톤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아일랜드 식탁
상판 마감 포함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선택 품목의 사양, 제조사 및 설치 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며, 개인별 가상계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미선택 7-1. 아일랜드 식탁 7-2. 엔지니어스톤(설치)

- ￦1,000,000 ￦ 3,200,000

미선택 선택형(설치)

- ￦1,200,000

확장기본형

거실거실침실2침실2침실3침실3

침실1침실1

발코니1발코니1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주방/식당주방/식당

발코니2발코니2

복도복도
현관현관

대피공간대피공간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타공용면적
계 약 면 적

59.9816  
24.2985  
84.2801  

42.6096
126.8897 

㎡

㎡

㎡

㎡

㎡59㎡A

비확장형

일반 옵션

 현관 중문  침실3

미선택 선택형(설치)

- ￦1,210,000

미선택 2-1. 반침장 붙박이장 2-2. 풀퍼니쳐(설치)

- ￦ 1,600,000 ￦ 2,900,000

 복도 팬트리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미선택 4-1. 기본형 4-2. 고급형(설치)

- ￦ 3,320,000 ￦ 3,800,000

 주방

가전 옵션

선택형(설치)

￦770,000

 에어샤워기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미선택 선택형(설치)

기본 가스쿡탑(3구) ￦ 1,300,000

미선택 선택형(설치)

일반 냉장고+김치냉장고 장 1도어 냉장, 냉동, 김치

- ￦5,2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에어드레서

미선택 선택형

- 에어드레서(3벌)

- ￦1,200,000

5-1. 선택 1(2대) 5-2. 선택 2(4대) (설치)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3,000,000 ￦5,100,000

 시스템 에어컨

선택형

￦70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주방 타일

미선택 - 강마루(설치) 선택형 - 타일

- ￦ 1,650,000

설치 위치
(설치) = 견본주택 설치 품목 (설치) = 견본주택 설치 품목

※ 팬트리와 아일랜드 식탁은 타일 옵션에 포함된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가전 옵션4 에어드레서 옵션 선택 시 팬트리의 사이즈가 변경됩니다.

※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만 설치되며 냉장고는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옵션 선택시 상부장이 추가 시공됩니다.

※ 팬트리는 에어드레서 옵션에 포함된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실거실

※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확장기본형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 모형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편집·제작·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견본주택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분
양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합니다.

현관현관



우리 집 옵션사항 미리 체크하기!

5 9 B

체크리스트                       동                       호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선택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선택

일반 옵션

1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

2-1 침실3 붙박이장 1,560,000 156,000 □

2-2 침실3 풀퍼니쳐 2,900,000 290,000 □

3 복도 팬트리 1,300,000 130,000 □

4-1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기본형) 2,920,000 292,000 □

4-2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고급형) 3,500,000 350,000 □

5 우물천정 간접조명 750,000 75,000 □

6 거실/주방 타일 1,800,000 180,000 □

7-1 주방 아일랜드 식탁(장식장 포함) (일반 MMA) 1,300,000 130,000 □

7-2 주방 엔지니어 스톤(아일랜드 상판 마감 포함) 3,500,000 350,000 □

8 침실2 슬라이딩도어 1,500,000 150,000 □

가전 옵션

1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

2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1,300,000 130,000 □

3 비스포크 냉장고 5,200,000 520,000 □

4 에어드레서(3벌) 1,200,000 120,000 □

5-1 시스템 에어컨 선택 1(2대) 3,000,000 300,000 □

5-2 시스템 에어컨 선택 2(4대) 5,100,000 510,000 □

계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별도 일정을 정해 안내 예정이며, 각 옵션별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추가 선택 품목 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68세대 (59㎡Aㆍ B, 74㎡, 84㎡) 1577.9333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안내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설치 위치 구분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실내기 실외기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59B

거실, 침실1 선택1

삼성
전자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AJ025MXHNBC1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선택2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침실2,3(AJ016MB1PBC2)

AJ030MXHNBC1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2) 빌트인 가전 제품

주택형 품목 선택안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 타입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1
삼성
전자

NZ63A8708XW(화이트)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59B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 냉동, 김치) 선택1 RR40A7895AP + RZ34A7865AP + 

RQ34A7845AF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문 없음) + 김치냉장고장이 시공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옵션 전기인덕션 선택 시 가스쿡탑(3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 타입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77,000 616,000

침실3 풀퍼니쳐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59B

에어드레서(3벌)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복도 팬트리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침실3 붙박이장 1,560,000 156,000 156,000 1,248,000

침실1 화장대 + 드레스룸(기본형) 2,920,000 292,000 292,000 2,336,000

침실1 화장대 + 드레스룸(고급형)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750,000 75,000 75,000 600,000

거실/주방 타일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아일랜드 식탁(장식장 포함, 일반MMA)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주방 엔지니어스톤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아일랜드 식탁
상판 마감 포함

침실2 슬라이딩도어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선택 품목의 사양, 제조사 및 설치 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며, 개인별 가상계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미선택 선택형(설치)

- ￦ 1,500,000

미선택 선택형(설치)

- ￦1,210,000

미선택 7-1. 아일랜드 식탁
(장식장 포함) 7-2. 엔지니어스톤(설치)

- ￦1,300,000 ￦ 3,500,000

미선택 선택형(설치)

- ￦1,300,000

확장기본형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타공용면적
계 약 면 적

59.9751  
23.9832  
83.9583  

42.6050 
126.5633 

㎡

㎡

㎡

㎡

㎡59㎡B
일반 옵션

 현관 중문  침실3

미선택 2-1. 반침장 붙박이장(설치) 2-2. 풀퍼니쳐

- ￦ 1,560,000 ￦ 2,900,000

 복도 팬트리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미선택 4-1. 기본형 4-2. 고급형(설치)

- ￦ 2,920,000 ￦ 3,500,000

 주방  침실2 슬라이딩도어

가전 옵션

선택형(설치)

￦770,000

 에어샤워기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미선택 선택형(설치)

기본 가스쿡탑(3구) ￦ 1,300,000

미선택 선택형(설치)

일반 냉장고+김치냉장고 장 1도어 냉장, 냉동, 김치

- ￦5,2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에어드레서

미선택 선택형(설치)

- 에어드레서(3벌)

- ￦1,200,000

5-1. 선택 1(2대) 5-2. 선택 2(4대) (설치)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3,000,000 ￦5,100,000

 시스템 에어컨

선택형(설치)

￦75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주방 타일

미선택 - 강마루 선택형 - 타일(설치)

- ￦ 1,800,000
비확장형

※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만 설치되며 냉장고는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옵션 선택시 상부장이 추가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 시 팬트리장은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팬트리와 아일랜드 식탁은 타일 옵션에 포함된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실거실

침실2침실2

침실3침실3

침실1침실1

발코니1발코니1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주방/식당주방/식당

다용도실다용도실

복도복도

현관현관

대피공간대피공간
















거실거실

현관현관

※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확장기본형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 모형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편집·제작·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견본주택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분
양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합니다.

※ 가전 옵션4 에어드레서 옵션 선택 시 팬트리의 사이즈가 변경됩니다.

설치 위치
(설치) = 견본주택 설치 품목 (설치) = 견본주택 설치 품목



우리 집 옵션사항 미리 체크하기!

7 4

체크리스트                       동                       호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선택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선택

일반 옵션

1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

2-1 침실3 붙박이장 1,560,000 156,000 □

2-2 침실3 풀퍼니쳐 2,900,000 290,000 □

3 복도 팬트리 1,300,000 130,000 □

4-1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기본형) 3,020,000 302,000 □

4-2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고급형) 3,500,000 350,000 □

5 우물천정 간접조명 850,000 85,000 □

6 거실/주방 타일 3,300,000 330,000 □

7-1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 식탁(일반 MMA) 1,500,000 150,000 □

7-2 기본형 주방 엔지니어 스톤(아일랜드 상판 마감 포함) 3,900,000 390,000 □

7-3 특화주방
[연장형]

연장형 주방 2,200,000 220,000 □

연장형 주방 엔지니어 스톤 5,800,000 580,000 □

알파룸 팬트리(슬라이딩 포함) 1,950,000 195,000 □

측면 장식장 1,980,000 198,000 □

가전 옵션

1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

2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1,300,000 130,000 □

3 비스포크 냉장고 5,300,000 530,000 □

4 에어드레서(5벌) 1,650,000 165,000 □

5-1 시스템 에어컨 선택 1(2대) 3,100,000 310,000 □

5-2 시스템 에어컨 선택 2(4대) 5,300,000 530,000 □

5-3 시스템 에어컨 선택 3(5대) 6,300,000 630,000 □

계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별도 일정을 정해 안내 예정이며, 각 옵션별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추가 선택 품목 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68세대 (59㎡Aㆍ B, 74㎡, 84㎡) 1577.9333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안내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설치 위치 구분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실내기 실외기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74

거실, 침실1 선택1

삼성
전자

거실(AJ072MB1PBC1),
침실1(AJ023MB1PBC1) AJ030MXHNBC1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선택2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침실2(AJ020MB1PBC1),
침실3(AJ020MB1PBC1)

AJ040MXHNBC1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선택3
거실(AJ060MB1PBC1),
침실1(AJ023MB1PBC1), 

침실2,3(AJ020MB1PBC1),
알파룸(AJ016MB1PBC2)

AJ040MXHNBC1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 주방특화(연장형) 선택 시 알파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선택 3 불가)

2) 빌트인 가전 제품

주택형 품목 선택안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 타입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1
삼성
전자

NZ63A8708XW(화이트)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74 비스포크 냉장고
(4D냉장고, 3D김치) 선택1 RF60A91R1AP + RQ33T7401AP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문 없음) + 김치냉장고장이 시공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옵션 전기인덕션 선택 시 가스쿡탑(3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 타입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77,000 616,000

침실3 풀퍼니쳐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74

에어드레서(5벌)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복도 팬트리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침실3 붙박이장 1,560,000 156,000 156,000 1,248,000

침실1 화장대 + 드레스룸(기본형) 3,020,000 302,000 302,000 2,416,000

침실1 화장대 + 드레스룸(고급형)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850,000 85,000 85,000 680,000

거실/주방 타일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식탁(일반MMA)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엔지니어스톤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아일랜드 식탁
상판 마감 포함

특화주방
[연장형]

연장형 주방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패키지형
(개별 선택 불가)

엔지니어스톤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알파룸팬트리(슬라이딩포함)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측면 장식장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 기본형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선택이 가능합니다.
※ 특화주방(연장형)은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4)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선택 품목의 사양, 제조사 및 설치 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며, 개인별 가상계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5-1. 선택 1(2대) 5-2. 선택 2(4대) (설치) 5-3. 선택 3(5대)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3,100,000 ￦5,300,000 ￦6,300,000
※ 주방특화(연장형) 선택 시 알파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선택3 불가)

확장기본형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타공용면적
계 약 면 적

74.9828  
25.8608  

100.8436  

53.2662 
154.1098 

㎡

㎡

㎡

㎡

㎡74㎡
가전 옵션

선택형(설치)

￦770,000

 에어샤워기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미선택 선택형(설치)

기본 가스쿡탑(3구) ￦ 1,300,000

미선택 선택형(설치)

일반 냉장고+김치냉장고 장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

- ￦5,3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에어드레서

미선택 선택형(설치)

- 에어드레서(5벌)

- ￦1,650,000

 시스템 에어컨

비확장형

미선택 선택형(설치)

- ￦1,210,000

일반 옵션

 현관 중문  침실3

미선택 2-1. 반침장 붙박이장(설치) 2-2. 풀퍼니쳐

- ￦ 1,560,000 ￦ 2,900,000

미선택 선택형

- ￦1,300,000

 복도 팬트리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미선택 4-1. 기본형 4-2. 고급형(설치)

- ￦ 3,020,000 ￦ 3,500,000

선택형

￦85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주방 타일

미선택 - 강마루(설치) 선택형 - 타일

- ￦ 3,300,000

※ 기본형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선택이 가능합니다.
※ 특화 주방(연장형)은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미선택 기본형 주방 7-3. 특화 주방 - 연장형(설치) / 패키지 상품

-
7-1. 아일랜드 식탁 7-2. 엔지니어스톤 연장형 주방 엔지니어스톤 알파룸 팬트리

(슬라이딩 포함) 측면 장식장

￦1,500,000 ￦ 3,900,000 ￦2,200,000 ￦5,800,000 ￦1,950,000 ￦1,980,000

 주방

※ 팬트리와 아일랜드 식탁은 타일 옵션에 포함된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특화주방(연장형) 선택 시 팬트리 바닥은 옵션 선택과 동일하게 시공되며, 미선택 또는 기본형 주방 선택 시 알파룸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만 설치되며 냉장고는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옵션 선택 시 키큰장과 상부장이 추가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 시 현관 팬트리 사이즈 및 선반이 변경됩니다.
※ 옵션 선택 시 우측 얕은 장이 추가 시공됩니다.

※ 특화주방(연장형)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합니다.

※ 거실, 침실2 통합형 선택 시 확장 시공됩니다.

거실거실침실2침실2침실3침실3

침실1침실1

알파룸알파룸

발코니1발코니1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주방/식당주방/식당
다용도실다용도실

현관현관

대피공간대피공간














거실거실

알파룸알파룸

복도복도

※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확장기본형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 모형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편집·제작·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견본주택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분
양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합니다.

현관현관

설치 위치
(설치) = 견본주택 설치 품목 (설치) = 견본주택 설치 품목



우리 집 옵션사항 미리 체크하기!

8 4

체크리스트                       동                       호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선택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선택

일반 옵션

1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

2-1 침실3 붙박이장 1,600,000 160,000 □

2-2 침실3 풀퍼니쳐 2,900,000 290,000 □

3 복도 팬트리 1,200,000 120,000 □

4-1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기본형) 3,600,000 360,000 □

4-2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고급형) 4,100,000 410,000 □

5 우물천정 간접조명 850,000 85,000 □

6 거실/주방 타일 3,100,000 310,000 □

7-1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 식탁(일반 MMA) 1,900,000 190,000 □

7-2 기본형 주방 엔지니어 스톤(아일랜드 상판 마감 포함) 4,650,000 465,000 □

7-3 특화주방
[독립형]

독립형 주방(후드 포함) 2,200,000 220,000 □

독립형 주방 엔지니어스톤 4,440,000 440,000 □

8
일반가구 장식장 2,900,000 290,000 □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1,650,000 165,000 □

가전 옵션

1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

2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1,300,000 130,000 □

3 비스포크 냉장고 5,300,000 530,000 □

4 에어드레서(5벌) 1,650,000 165,000 □

5-1 시스템 에어컨 선택 1(2대) 3,200,000 320,000 □

5-2 시스템 에어컨 선택 2(6대) 7,500,000 750,000 □

계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별도 일정을 정해 안내 예정이며, 각 옵션별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추가 선택 품목 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68세대 (59㎡Aㆍ B, 74㎡, 84㎡) 1577.9333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안내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일정을 정하여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설치 위치 구분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실내기 실외기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84

거실, 침실1 선택1

삼성
전자

거실(AJ072MB1PBC1),
침실1(AJ032MB1PBC1) AJ030MXHNBC1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베타룸 선택2

거실(AJ072MB1PBC1),
침실1(AJ032MB1PBC1),

침실2,3(AJ020MB1PBC1),
알파룸, 베타룸(AJ016MB1PBC2)

AJ050MXHNBC1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2) 빌트인 가전 제품

주택형 품목 선택안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 타입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1
삼성
전자

NZ63A8708XW(화이트)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 비스포크 냉장고
(4D냉장고, 3D김치) 선택1 RF60A91R1AP + RQ33T7401AP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문 없음) + 김치냉장고장이 시공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옵션 전기인덕션 선택 시 가스쿡탑(3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특화 주방(독립형) 선택 시 가전 옵션2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이 필수입니다. [기본 가스쿡탑(3구) 설치 불가]

3) 기타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3.05.19 입주 시

전 타입

현관 중문 1,210,000 121,000 121,000 968,000

에어샤워기 770,000 77,000 77,000 616,000

침실3 풀퍼니쳐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84

에어드레서 5벌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복도 팬트리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침실3 붙박이장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침실1 화장대 + 드레스룸(기본형)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침실1 화장대 + 드레스룸(고급형)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850,000 85,000 85,000 680,000

거실/주방 타일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기본형 주방
아일랜드식탁(일반MMA)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엔지니어스톤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아일랜드 식탁
상판 마감 포함

특화주방
[독립형]

독립형주방(후드포함)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패키지형
(개별 선택 불가)엔지니어스톤 4,440,000 444,000 444,000 3,552,000

일반가구 장식장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패키지형
(개별 선택 불가)알파룸 슬라이딩도어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 기본형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선택이 가능합니다.
※ 특화주방(독립형)은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알파룸 장식장과 슬라이딩도어는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특화 주방(독립형) 선택 시 가전 옵션2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이 필수입니다. [기본 가스쿡탑(3구) 설치 불가]

4)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선택 품목의 사양, 제조사 및 설치 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며, 개인별 가상계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5-1. 선택 1(2대) 5-2.  선택 2(6대) (설치)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베타룸

￦3,200,000 ￦7,500,000

확장기본형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공 급 면 적

기타공용면적
계 약 면 적

84.9840  
29.6750  

114.6590  

60.3708 
175.0298 

㎡

㎡

㎡

㎡

㎡84㎡
가전 옵션

선택형(설치)

￦770,000

 에어샤워기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미선택 선택형(설치)

기본 가스쿡탑(3구) ￦ 1,300,000

미선택 선택형(설치)

- ￦1,210,000

 현관 중문  침실3

미선택 2-1. 반침장 붙박이장(설치) 2-2. 풀퍼니쳐

- ￦ 1,600,000 ￦ 2,900,000

미선택 선택형

- ￦1,200,000

 복도 팬트리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미선택 4-1. 기본형 4-2. 고급형(설치)

- ￦ 3,600,000 ￦ 4,100,000

※ 아일랜드 식탁 선택 시 엔지니어스톤 선택이 가능합니다.
※ 특화 주방(독립형)은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 특화 주방(독립형) 선택 시 가전 옵션2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이 필수입니다. [기본 가스쿡탑(3구) 설치 불가]
※ 특화 주방(독립형) 선택 시 아일랜드 후드 및 주방 매립형 조명으로 변경됩니다.(M/H 설치 형)

※ 옵션 선택 시 복도 팬트리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패키지 상품으로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미선택 장식장 및 알파룸 슬라이딩도어(설치)

-
장식장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2,900,000 ￦ 1,650,000

 알파룸

미선택 기본형 주방 7-3. 특화 주방 - 독립형(설치) / 
패키지상품

-
7-1.

아일랜드 식탁
7-2.

엔지니어스톤 독립형 주방 엔지니어스톤

￦1,900,000 ￦ 4,650,000 ￦2,200,000 ￦4,440,000

 주방

일반 옵션

 시스템 에어컨

비확장형

선택형(설치)

￦85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거실/주방 타일

미선택 - 강마루 선택형 -  타일(설치)

- ￦ 3,100,000

※ 장식장 및 아일랜드 식탁은 타일 옵션에 포함된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베타룸 벽체 설치 시 베타룸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거실, 베타룸 통합형 선택 시 확장 시공됩니다.

미선택 선택형(설치)

일반 냉장고+김치냉장고 장 4도어 냉장고,3도어 김치냉장고

- ￦5,300,000

 비스포크 냉장고  에어드레서

미선택 선택형

- 에어드레서(5벌)

- ￦1,650,000
※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만 설치되며 냉장고는 지급품목이 아닙니다.
※ 옵션 선택 시 키큰장과 상부장이 추가 시공됩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전기오븐은 가스쿡탑(또는 전기인덕션) 하부에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 시 현관 팬트리 사이즈 및 선반이 변경됩니다.

※ 특화 주방(독립형) 선택 시 비스포크 전기인덕션 선택이 필수입니다. [기본 가스쿡탑(3구) 설치 불가]

※ 알파룸 옵션 선택 시 중복 선택 불가합니다.

거실거실 침실2침실2 침실3침실3

침실1침실1

알파룸알파룸

베타룸베타룸발코니1발코니1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주방/식당주방/식당
다용도실다용도실

복도복도 현관현관

대피공간대피공간




 








거실거실

※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사항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평면도는 확장기본형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 모형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편집·제작·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견본주택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분
양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합니다.

현관현관

설치 위치
(설치) = 견본주택 설치 품목 (설치) = 견본주택 설치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