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구분 마감특화 조명특화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금액

※ 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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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84A

침실1침실1

침실3침실3

거실거실

주방/식당주방/식당

실외기실실외기실

다용도실다용도실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침실2침실2

욕실2욕실2



구분
기본마감 (ⓐ+ⓑ) 유상옵션 선택 시 (ⓐ+ⓒ+ⓓ)

ⓐ 세라믹 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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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84A

■ 마감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
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 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3개소)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에도 거실아트월은 기본마감과 동일한 타일이 제공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유상옵션 안내지 - 84A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
특화

①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 거실등, 침실1,2,3 등

복도  - 간접등 (1개소)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우물천정 및 복도 간접등의 범위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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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복도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조명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전열교환 환기 장비가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는 안내를 위한 전시용 제균환기시스템(추가선택품목)이며 제품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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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구분 마감특화 조명특화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금액

※ 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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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84B

침실1침실1

침실3침실3

거실거실

주방/식당주방/식당

실외기실실외기실

다용도실다용도실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침실2침실2

욕실2욕실2



구분
기본마감 (ⓐ+ⓑ) 유상옵션 선택 시 (ⓐ+ⓒ+ⓓ)

ⓐ 세라믹 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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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
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 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에도 거실아트월은 기본마감과 동일한 타일이 제공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유상옵션 안내지 - 84B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
특화

①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 거실등, 침실1,2,3 등

복도  - 간접등 (1개소)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우물천정 및 복도 간접등의 범위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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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복도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조명특화 

■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전열교환 환기 장비가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는 안내를 위한 전시용 제균환기시스템(추가선택품목)이며 제품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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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84B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구분 마감특화 조명특화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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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84C

침실1침실1

거실거실

주방/식당주방/식당

실외기실실외기실다용도실다용도실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침실2침실2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팬트리팬트리



구분
기본마감 (ⓐ+ⓑ) 유상옵션 선택 시 (ⓐ+ⓒ+ⓓ)

ⓐ 세라믹 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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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
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 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에도 거실아트월은 기본마감과 동일한 타일이 제공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유상옵션 안내지 - 84C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
특화

①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 거실등, 침실1,2,3 등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우물천정 및 복도 간접등의 범위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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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조명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전열교환 환기 장비가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는 안내를 위한 전시용 제균환기시스템(추가선택품목)이며 제품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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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84C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구분 마감특화 조명특화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금액

※ 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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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99A

침실1침실1거실거실

주방/식당주방/식당

실외기실실외기실

다용도실다용도실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침실2침실2 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구분
기본마감 (ⓐ+ⓑ) 유상옵션 선택 시 (ⓐ+ⓒ+ⓓ)

ⓐ 세라믹 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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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
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 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2개소)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에도 거실아트월은 기본마감과 동일한 타일이 제공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유상옵션 안내지 - 99A



① 조명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전열교환 환기 장비가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는 안내를 위한 전시용 제균환기시스템(추가선택품목)이며 제품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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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99A

■ 조명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조명
특화

①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 거실등, 침실1,2,3 등

복도  - 간접등 (1개소)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우물천정 및 복도 간접등의 범위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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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v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및 복도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구분 마감특화 조명특화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금액

※ 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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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옵션 안내지 - 99B

침실1침실1거실거실

주방/식당주방/식당

실외기실실외기실

다용도실다용도실

욕실1욕실1현관현관

침실2침실2

침실3침실3

욕실2욕실2



구분
기본마감 (ⓐ+ⓑ) 유상옵션 선택 시 (ⓐ+ⓒ+ⓓ)

ⓐ 세라믹 타일 ⓑ 벽지 ⓐ 세라믹 타일 ⓒ 시트알판 ⓓ 픽처레일

W
Edition

G
Edition

※ 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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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특화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마감
특화

①
 현관, 거실(후면,창), 복도 실크벽지 시트알판 + 유럽산 세라믹 타일

기타 - 픽처레일 (3개소)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마감재 적용 범위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세라믹 타일은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사이즈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픽처레일의 수량 및 위치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에도 거실아트월은 기본마감과 동일한 타일이 제공됩니다.  

※ 마감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선택하신 인테리어 스타일(W Edition or G Edition)에 따라 유상옵션 마감재가 적용됩니다.

① 마감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유상옵션 안내지 - 99B



① 조명특화 

[기본마감] [유상옵션 선택 시]

■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구분 기본마감 유상옵션

개별옵션 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제균환기유닛

※ 전열교환 환기 장비가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는 안내를 위한 전시용 제균환기시스템(추가선택품목)이며 제품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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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특화

①

 거실  직부등+우물천장 직부등+우물천장(W/간접등)

 디밍+색온도조절  - 거실등, 침실1,2,3 등

복도  - 간접등 (1개소)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제공되는 간접등이 포함된 거실 우물천정 및 복도 간접등의 범위가 타입별 상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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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안방 및 침실의 조명은 On/Off 기능만 제공됩니다.

※ 조명특화 관련 거실 우물천장 내에 적용될 간접등은 On/Off 기능만 제공되며, 디밍 및 색온도 조절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 안내지 - 99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