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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상옵션
■  평면선택

적용타입 선택 선택유형 적용안

84A
선택-1 기본형 침실2, 3 분리

선택-2 거실+침실 통합형 침실2+거실 통합

84B

선택-1 기본형 침실2, 3 분리

선택-2 넓은침실+멀티룸
슬라이딩 유리도어 설치

(침실3 방너비 W:200mm 확대 
/ 침실2 방너비 W:200mm 축소)

선택-3 침실2+침실3 통합형 확장형 가구 설치 (침실2, 3 통합)

※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스위치/콘센트) 및 온도조절기 설치 위치가 변경됩니다.

•84A
선택옵션-1(기본형) 선택옵션-2(거실+침실 통합형)

구성원별 개별 공간 확보 다양한 생활 패턴에 맞추어 활용 가능한 넓은 거실

•84B
선택옵션-1(기본형) 선택옵션-2(넓은 침실+멀티룸) 선택옵션-3(침실2, 3 통합형)

구성원간 개별 공간 확보 슬라이딩 도어로 
용도에 맞춰 공간 활용

침실을 통합하여
넓은공간 및 확장형가구 활용



② 유상옵션
(1) 거실 / 주방 / 복도 바닥타일

적용타입 선택 금액 적용안

84A

선택-1
(거실 / 침실 분리형) 1,450,000 포세린 타일 (600X600) 

선택-2
(침실2+거실 통합형) 1,550,000 포세린 타일 (600X600)

84B 선택-1 1,450,000 포세린 타일 (600X600)

※ 빌트인 가구 및 주방가구 걸레받이 하부에는 옵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타일 옵션 선택 시, 표면재질로 인하여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발생 시 매수인의 책임이며, 사업

주체(신탁사, 위탁자, 시공사 등)는 책임이 없음.
※ 바닥재 유상옵션 미선택 시 침실과 같은 강마루로 시공됨.

•84A
유상옵션(타일) 유상옵션(타일)

선택옵션-1(기본형) 선택옵션-2(침실2+거실 통합형)
(M/H 건립형)

•84B
유상옵션(타일) 참고사항

84B 유상옵션 선택-1 바닥 타일 면적은
평면선택 무상옵션에 따른 타일의 변동이 없습니다.

선택옵션-1 (M/H 건립형)

(단위 : 개소, 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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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상옵션
(2) 주방상판 및 벽체 마감재 UP-GRADE 

적용타입 선택 금액 적용안

84A 주방 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1,300,000 씽크볼 UP-GRADE 포함(사각 씽크볼) 

84B 주방 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1,200,000 씽크볼 UP-GRADE 포함(사각 씽크볼)

※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주방 상판-인조대리석MMA, 주방벽체-300X600타일, 기본형 싱크볼)으로 적용됩니다.

기본형 씽크볼 씽크볼 UP-GRADE(사각 씽크볼)

(3) 가전기기
적용타입 선택 금액 적용안

84A/B

하이브리드 3구
전기쿡탑 900,000 LG: BEY3GTBI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 쿡탑전용 전열배관 및 배선

빌트인 식기세척기 1,100,000 식기세척기 (LG: DUB22SB)

빌트인 김치냉장고 1,3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LG: K221PR14B / 가구도어패널부착)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일반형) 5,900,000 빌트인 클래드 양문형 냉장고 (LG: S711SI24B)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고급형) 7,750,000 빌트인 클래드 양문형 냉장고 (LG: S691SI34BS2)

의류관리기 1,300,000 스타일러 (LG: S3HFB)

※ 가전기기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가전기기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전기기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생산/공급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해당사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가스쿡탑, 가구 등) 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단위 : 개소, 원, 부가세포함)

(단위 : 개소, 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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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3구 전기쿡탑
※ 하이브리드 전기쿡탑 옵션 선택 시 쿡탑전용 전열배관 및 배선이 설치됨.(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 및 기본 전열 배선만 시공

되며, 개별 전기쿡탑 설치 시 소비전력에 따라 별도의 추가 전기공사가 필요 함.)
※ 모집공고상 LG:BEY3GB1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으로 안내되었으나 BEY3GTBI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로 동등이상 제품 

변경 됨.

기본형 하이브리드 3구 전기쿡탑

제조사: Haatz / 제품명: SSGC-3605SABH 제조사: LG / 제품명: BEY3GTBI 하이브리드 3구

■  빌트인 식기세척기 / 빌트인 김치냉장고
※ 빌트인 김치냉장고 / 양문형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시공되며, 일부 대용량 제품 

및 김치냉장고(뚜껑형) 배치가 불가능함.

■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일반형) / (고급형)
※ 옵션 미선택 시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설치 됨.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음. 

기본형 유상선택형1

김치냉장고 공간+냉장고 공간 BI김치냉장고+냉장고 공간

유상선택형2 유상선택형3

김치냉장고 공간+TBI냉장고(일반형) / (고급형) BI김치냉장고+TBI냉장고(일반형) / (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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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관리기
※ 의류관리기 미선택 시 옷걸이 선반이 설치 됨.

•84A
기본형 유상옵션

•84B
기본형 유상옵션

추가 선택품목 안내문(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