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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
The 1st

UNIT PLAN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하며(86cm, 96cm) 빌트인 세탁기 선택시 90cm만 선택 가능합니다.

침실2

현관

주방/
식당

거실 / 침실1

실외기실

욕실

49A
The 1st

UNIT PLAN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하며(86cm, 96cm) 빌트인 세탁기 선택시 90cm만 선택 가능합니다.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무상옵션

❶ 욕실 샤워부스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무상 ① 선택시 욕조가 미설치되고 샤위부스가 설치됩니다.

거실
침실1

침실2

발코니

현관

욕실
주방/식당

❶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유상옵션

❶ 침실3 멀티라운지 ❸ 침실3 붙박이장 ❷ 침실2 붙박이장❷ 침실3 멀티라운지(2면 슬라이딩 도어)

거실침실1 침실2

욕실1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발코니
2

현관

욕실2

침실3
주방/식당

드레
스룸

❶

❷

❸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❶ 침실2 멀티라운지❶ 침실2 + 침실3 통합형 ❷ 침실3 도어 위치 변경

※ 무상 ① 선택시 침실2, 침실3이 이미지와 같이 통합됩니다.   ※ 무상 ② 선택시 침실3 도어 위치가 이미지와 같이 변경됩니다.   ※ 유상 ① 선택시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유상①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유상 2면 코너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며, 기밀성 저하 및 사용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9A
The 1st

UNIT PLAN 

59B
The 1st

UNIT PLAN 

거실

침실1

침실3

욕실1

대피
공간

실외
기실

발코니
2

발코니
1현관

욕실2

침실2
주방/식당

드레
스룸

❷

❶

❷

원목마루(중국산)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원목마루(중국산)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 B/I 식기세척기 ▣ B/I 식기세척기

▣

▣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❶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거실 침실2 침실3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1

팬트리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❸

❹

❻

❶
❺

거실침실2침실3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1

팬트리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❸

❹❺
❶

84A
The 1st

UNIT PLAN 

84Aa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❶ 침실1 발코니 ❷ 주방 강화형

❶ 와이드 키친/다이닝  
❷ 소물가전장  

❸ 주방 강화형 2❶ 침실2 멀티라운지 ❹ 침실1 붙박이장 ❺ 침실2 붙박이장 ❻ 보조주방
     수납강화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①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②, 유상③ 선택시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및 구성, 가전 위치, 날개벽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지는 한샘 가구 기준입니다.)   
※ 유상④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⑤ 붙박이장은 침실2 멀티라운지 선택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⑥ 선택시 세탁볼 위치가 변경되며 상하부장이 추가됩니다. 

❶ 침실1 발코니 ❷ 주방 강화형 ❸ 주방 강화형 2❶ 침실2 멀티라운지 ❹ 침실1 붙박이장 ❺ 침실2 붙박이장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①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②, 유상③ 선택시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및 구성, 가전 위치, 날개벽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지는 한샘 가구 기준입니다.)   
※ 유상④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⑤ 붙박이장은 침실2 멀티라운지 선택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강화형 ■ 주방강화형 2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주방강화형 ■ 주방강화형 2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❶ ❷

❶ 와이드 키친/다이닝  
❷ 소물가전장  

❶❷

❶ 와이드 다이닝  
❷ 팬트리  

❶ ❷

❶ 와이드 다이닝  
❷ 팬트리  

❶❷

▣ B/I 식기세척기▣ B/I 식기세척기

▣ ▣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거실

침실2

침실3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1
팬트리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❶

❸
거실

침실2 침실3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1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❷

❶
❸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3 도어 위치 변경 ❶ 침실2 멀티라운지 ❷ 침실1 붙박이장 ❸ 침실2 붙박이장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침실2, 3 도어가 이미지와 같이 변경되며, 침실2 멀티라운지 선택시 침실3 도어만 위치가 변경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③ 붙박이장은 침실2 멀티라운지 선택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❶ 침실2 멀티라운지 ❷ 침실1 붙박이장 ❸ 침실2 붙박이장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①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③ 붙박이장은 침실2 멀티라운지 선택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84B
The 1st

UNIT PLAN 

84C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B/I 식기세척기 ▣ B/I 식기세척기

▣

▣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거실

침실2 침실3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1

드레
스룸

주방/식당 팬트리

❶

❷

❸
❶

거실
침실2침실3

침실4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1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❷

❺

❶

❸

❷❹

❶

84D
The 1st

UNIT PLAN 

96A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❶ 침실2 멀티라운지 ❷ 침실1 붙박이장 ❸ 침실2 붙박이장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①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③ 붙박이장은 침실2 멀티라운지 선택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주방강화형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❶ 침실1 발코니 ❶ 주방 강화형 ❸ 침실1 붙박이장 ❹ 침실4 붙박이장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❷ 침실4 멀티라운지 ❺ 보조주방
     수납강화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및 구성, 가전 위치, 날개벽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지는 한샘 가구 기준입니다.)
※ 유상②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③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④ 붙박이장은 침실4 멀티라운지or주방강화형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유상⑤ 선택시 세탁볼 위치가 변경되며 상하부장이 추가됩니다. 

❶ 멀티수납장   ❷ 바&수납장  

❶
❷

▣ B/I 식기세척기 ▣ B/I 식기세척기

▣
▣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거실
침실2 침실3

침실4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1

드레
스룸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❶

❷
❸

거실
침실2 침실3

침실4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1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❸

❷
❹

❶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주방 강화형 ❷ 침실4 멀티라운지 ❸ 침실4 붙박이장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및 구성, 가전 위치, 날개벽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지는 한샘 가구 기준입니다.)   
※ 유상②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③ 붙박이장은 침실4 멀티라운지or주방강화형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주방 강화형 ❷ 침실4 멀티라운지 ❸ 침실1 붙박이장 ❹ 침실4 붙박이장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및 구성, 가전 위치, 날개벽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지는 한샘 가구 기준입니다.)   
※ 유상②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③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④ 붙박이장은 침실4 멀티라운지or주방강화형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방강화형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주방강화형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96B
The 1st

UNIT PLAN 

96C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❶ 멀티수납장   ❷ 바&수납장  

❶
❷

❶ 멀티수납장    ❷ 바&수납장  

❶
❷

▣ B/I 식기세척기 ▣ B/I 식기세척기

▣ ▣



거실

침실1

침실3

욕실1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2

침실2

침실4

드레스룸

주방/식당

팬트리

❶

❷

❷

❸
❶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거실 침실1
침실3

욕실1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2

침실2

침실4

팬트리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❷

❹

❸
❶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주방 강화형 ❷ 침실1 붙박이장 ❸ 침실4 붙박이장 ❹ 보조주방
     수납강화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및 구성, 가전 위치, 날개벽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지는 한샘 가구 기준입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③ 붙박이장은 주방강화형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유상④ 선택시 세탁볼 위치가 변경되며 상하부장이 추가됩니다. 보조주방 인덕션 선택시 인덕션 상부장 및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마스터 강화형 ❷ 침실1 붙박이장 ❸ 침실4 붙박이장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마스터 강화형 선택시 침실4 축소로 거실 면적이 늘어나고 침실4에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며 침실1 방문 위치가 변경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③ 붙박이장은 마스터 강화형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주방강화형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112A
The 1st

UNIT PLAN 

112B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❶ 와이드 키친/다이닝    ❷ 팬트리(슬라이딩도어)  
❸ 대형현관창고              ❹ 멀티복도장  

❶

❷

❸

❹

▣ B/I 식기세척기 ▣ B/I 식기세척기

▣

▣



거실

침실1

침실3

욕실1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2

침실2

침실4
드레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❷

❹

❸

❶

거실
침실1

침실3

욕실1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2

침실2

침실4

드레스룸주방/식당

❶

❷
❷

❹
❸

❶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132A
The 1st

UNIT PLAN 

132B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마스터 강화형 ❷ 침실1 붙박이장 ❸ 침실4 붙박이장 ❹ 보조주방
     수납강화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드레스룸 및 침실4 등의 공간이 이미지와 같이 변경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③ 붙박이장은 마스터 강화형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유상④ 선택시 세탁볼 위치가 변경되며 상하부장이 추가됩니다. 보조주방 인덕션 선택시 인덕션 상부장 및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마스터 강화형 ❷ 침실1 붙박이장 ❸ 침실4 붙박이장 ❹ 보조주방
     수납강화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드레스룸 및 침실4 등의 공간이 이미지와 같이 변경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③ 붙박이장은 마스터 강화형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유상④ 선택시 세탁볼 위치가 변경되며 상하부장이 추가됩니다. 보조주방 인덕션 선택시 인덕션 상부장 및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시트판넬    ❷ 드레스룸1(슬라이딩도어)  
❸ 드레스룸2(슬라이딩도어)    ❹ 수납장  

❶ ❷

❸
❹

▣ B/I 식기세척기 ▣ B/I 식기세척기

▣

▣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
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1 보조주방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마스터 강화형 ❷ 침실4 붙박이장 ❸ 보조주방
     수납강화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드레스룸 및 침실4 등의 공간이 이미지와 같이 변경됩니다.   ※ 유상② 붙박이장은 마스터 강화형 선택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유상③ 선택시 세탁볼 위치가 변경되며 상하부장이 추가됩니다. 보조주방 인덕션 선택시 인덕션 상부장 및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❶ 마스터 강화형 ❷ 주방 강화형 ❸ 침실1 붙박이장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① 선택시 침실4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고, 침실1 도어 위치가 이미지와 같이 변경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및 구성, 가전 위치, 날개벽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지는 한샘 가구 기준입니다.)
※ 유상③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132C
The 1st

UNIT PLAN 

156A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거실
침실1

침실3

욕실1

하향식
피난구발코니1

현관

욕실2

침실2

침실4
드레스룸

주방/식당

❶

❶

❷

❸

❷

■ 주방강화형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거실
침실1

침실2침실3

욕실3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4

드레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❸

❶

❶ 멀티라운지(슬라이딩도어)     
❷ 시트판넬    ❸ 슬라이딩도어

❶

❷

❸

❶ 슬라이딩도어     ❷ 소물가전공간
❸ 대면형 조리대    ❹ 수납장  

❶

❷

❸

❹

▣ B/I 식기세척기 ▣ B/I 식기세척기

▣

▣



거실침실1 침실3

침실5

침실2

욕실3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4

드레
스룸

주방/식당

❶

❷

❶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침실1 붙박이장 ❷ 보조주방 수납강화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①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② 선택시 보조주방 인덕션 선택시 인덕션 상부장 및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1 붙박이장

❶ 주방 및 마스터 강화형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① 선택시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및 구성, 가전 위치, 날개벽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이미지는 한샘 가구 기준입니다.), 주방, 침실5, 드레스룸 공간이 이미지와 같이 변경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156B
The 1st

UNIT PLAN 

171A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주방 및 마스터 강화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거실

침실1 침실4

침실3

욕실3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2

드레스룸

주방/식당

❶

❶

❷

❷

팬트리

팬트리 팬트리

❶ 슬라이딩도어   
❷ 슬라이딩도어   
❸ 소물가전공간
❹ 대면형 조리대    
❺ 수납장  
❻ 멀티라운지(슬라이딩도어)
❼ 시트판넬
❽ 대형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❶❷

❸

❹
❺

❻

❼

❽

▣ B/I 식기세척기 ▣ B/I 식기세척기

▣

▣



※ 옵션안내문의 이미지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추가선택, 해지 등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주방가구 브랜드에 따라 가구디자인(설치범위, 구성 및 사이즈, 가전위치, 가전 가구판넬 부착유무, 액세사리/싱크/콘센트 등), 날개벽 유무, 상판/벽체 
마감, 후드, 주방tv 적용 여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국산 주방가구는 하부장 높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86cm, 90cm)   ※ 옵션안내문 세면대 이미지는 세미카운터형으로 실 시공시 언더카운터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유상옵션 [ 바닥마루 ]

▣ 중국산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IMPRONTA / SPATULA BIANCO)
     ※ 타일 적용범위 선택 가능 : 주방 바닥 또는 주방 + 복도 + 거실)

59 타입 84 ~ 96 타입 112 ~ 132 타입 156 ~ 171 타입 

▣ 중국산 원목마루

34 ~ 59 타입 84 ~ 96 타입 112 ~ 132 타입 156 ~ 171 타입 

유상옵션

기본옵션

-  핀란드산 원목마루(Timberwise)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IMPRONTA / SPATULA BIANCO)

-  독일산 원목마루(Meister)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IMPRONTA / SPATULA BIANCO)

▣ 핀란드산 원목마루(Timberwise)       ▶ www.timberwise.fi   상담연락처 : 02-548-2419
    ※ 14.5(두께)×185(너비)×1,800~2,180(길이)mm / 원목두께 3.5mm, 1m2당 2mm크기 이하의 옹이 2개 이내 

▣ 독일산 원목마루(Meister)       ▶ www.meister.com / www.newlinedeco.com   상담연락처 : 02-2040-6720
     ※ 13(두께)×180(너비)×2,200(길이)mm / 1m2당 2~3mm크기 이하의 옹이 2~3개 이내

● 무상옵션    ● 유상옵션

※ 브랜드 및 모델명 등 자세한 내용은 후면 및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아트월, 복도 추가 아트월은 평면 옵션 선택 등에 따라 범위가 변경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옵션 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❶ 침실1 발코니 ❷ 침실2 멀티라운지 ❶ 마스터 강화형 ❷ 침실1 붙박이장 ❹ 침실5 붙박이장❸ 보조주방
     수납강화

※ 무상① 선택시 우물천장, 에어컨 및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상② 선택시 붙박이장이 미설치되며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됩니다.  
※ 유상① 선택시 침실5 및 펜트리 등의 공간이 이미지와 같이 변경됩니다.   ※ 유상② 선택시 일반형, 고급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③ 선택시 세탁볼 위치가 변경되며 상하부장이 추가됩니다. 보조주방 인덕션 선택시 인덕션 상부장 및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④ 옵션은 마스터 강화형 선택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목마루 +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 기본형

※ 원목마루(중국산) 선택시 선택가능

원목마루(중국산) + 주방, 복도, 거실 이태리 포슬레인 타일

171B
The 1st

UNIT PLAN 

복도 추가 아트월복도 아트월 거실 아트월 거실 추가 아트월

거실

침실1
침실4

침실5

침실3

욕실3
욕실2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현관

욕실1

침실2주방/식당

❶

❶

❹

❷

❷

❸

팬트리

드레
스룸

Oak Snohetta
brushed wax oil

Oak Grey Select
brushed wax oiled

Oak Turku
brushed wax oil

Oak Amore Brown
brushed wax oil

Oak Select Sahara Brown 
brushed wax oil

PD 400 plain oak 
harmonious 8805

PD400 Light grey oak 
harmonious

PD 400 umber oak 
hamonious

PD400 antique brown
silver oak

PD400 light clay grey 
oak harmonious

▣ B/I 식기세척기

▣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유상옵션 [ 복도 아트월 ]

▣ 이태리타일

▣ 세라믹타일    

▶ 상담연락처 : 02-3480-8230  

유상옵션

기본옵션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유상옵션 [ 복도 추가 아트월 ]

▣ 이태리타일

유상옵션

IMPRONTA / 
ICONE BLANC

IMPRONTA / 
UP WHITE

IMPRONTA / 
SAND EX WHITE

SANT’AGOSTINO / 
HIGHST LIGHT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IMPRONTA / 
ICONE BLANC

IMPRONTA / 
UP WHITE

IMPRONTA / 
SAND EX WHITE

SANT’AGOSTINO / 
HIGHST LIGHT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FLORIM CEMENT IVORY FLORIM CEMENT DARK GRAY FLIRIM COLOR  WHITE MATTE FLORIM STONE GRIS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 세라믹타일    

▶ 상담연락처 : 02-3480-8230  

FLORIM CEMENT IVORY FLORIM CEMENT DARK GRAY FLIRIM COLOR  WHITE MATTE FLORIM STONE GRIS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 천연대리석

루나 크림(연마) 블랑코 클라라(연마)팔로마 화이트(연마) 크레마 누블라또(연마)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 천연대리석

루나 크림(연마) 블랑코 클라라(연마)팔로마 화이트(연마) 크레마 누블라또(연마)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 거실 아트월은 혼드(무광)으로 기본 시공되며, 연마(유광) 선택 시 눈부심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 거실 아트월 ]

▣ 이태리타일

기본옵션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IMPRONTA SAND EX WHITE IMPRONTA / ICONE BLANC IMPRONTA / UP WHITE SANT’AGOSTINO / HIGHST LIGHT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유상옵션 [ 거실 추가 아트월 ]

▣ 이태리타일

유상옵션

▣ 세라믹타일    

▶ 상담연락처 : 02-3480-8230

▣ 세라믹타일    

▶ 상담연락처 : 02-3480-8230 

유상옵션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FLORIM COLOR WHITE MATTE FLORIM CEMENT IVORY FLORIM CEMENT DARK GRAY FLORIM STONE GRIS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FLORIM COLOR WHITE MATTE FLORIM CEMENT IVORY FLORIM CEMENT DARK GRAY FLORIM STONE GRIS

▣ 천연대리석

루나 크림(혼드) 블랑코 클라라(혼드)팔로마 화이트(혼드) 크레마 누블라또(혼드)

IMPRONTA / 
ICONE BLANC

IMPRONTA / 
UP WHITE

IMPRONTA / 
SAND EX WHITE

SANT’AGOSTINO / 
HIGHST LIGHT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 천연대리석

루나 크림(연마) 블랑코 클라라(연마)팔로마 화이트(연마) 크레마 누블라또(연마)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평형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34A R-W0520C2CP R-W0200C2CP

49A R-W0600C2CP R-W0200C2CP R-W0120K2CP

59 R-W0720C2CP R-W0200C2CP R-W0120K2CP R-W0120K2CP

84 R-W0600C2CP R-W0320C2CP R-W0230C2CP R-W0120K2CP R-W0120K2CP

96 R-W0600C2CP R-W0320C2CP R-W0230C2CP R-W0120K2CP R-W0160K2CP R-W0120K2CP

112 R-W0720C2CP R-W0320C2CP R-W0230C2CP R-W0160K2CP R-W0160K2CP R-W0160K2CP

132 R-W0720C2CP R-W0600C2CP R-W0320C2CP R-W0200C2CP R-W0200C2CP R-W0200C2CP

156 R-W0520C2CP(2개) R-W0520C2CP R-W0320C2CP R-W0160K2CP R-W0200C2CP R-W0160K2CP R-W0200C2CP
(드레스룸)

171 R-W0520C2CP(2개) R-W0520C2CP R-W0320C2CP R-W0160K2CP R-W0200C2CP R-W0160K2CP R-W0160K2CP

구분 H-BELL 보이스홈(안방, 주방) 보이스홈(거실)

34, 49타입 ○ (거실) ○

59 ~ 171타입 ○ (거실) ○ (각 1개) ○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은 불가하
며, 등기구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 - 34~171 타입

www.samsung.com/sec/business    상담연락처 : 02-2255-0114

www.lgeservice.co.kr    상담연락처 : 070-8018-7688 (10~12시, 13~18시)

평형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침실5

34A AJ052MB1PBC1 　 AJ020MB1PBC1

49A AJ060MB1PBC1 AJ020MB1PBC1 AJ012MB1PBC2

59 AJ072MB1PBC1 AJ020MB1PBC1 AJ012MB1PBC2 AJ012MB1PBC2

84 AJ060MB1PBC1 AJ032MB1PBC1 AJ023MB1PBC1 AJ012MB1PBC2 AJ012MB1PBC2

96 AJ060MB1PBC1 AJ032MB1PBC1 AJ023MB1PBC1 AJ012MB1PBC2 AJ016MB1PBC2 AJ012MB1PBC2

112 AJ072MB1PBC1 AJ032MB1PBC1 AJ023MB1PBC1 AJ016MB1PBC2 AJ016MB1PBC2 AJ016MB1PBC2

132 AJ072MB1PBC1 AJ060MB1PBC1 AJ032MB1PBC1 AJ020MB1PBC1 AJ020MB1PBC1 AJ020MB1PBC1

156 AJ052MB1PBC1(2개) AJ052MB1PBC1 AJ032MB1PBC1 AJ016MB1PBC2 AJ020MB1PBC1 AJ016MB1PBC2 AJ020MB1PBC1
(드레스룸)

171 AJ052MB1PBC1(2개) AJ052MB1PBC1 AJ032MB1PBC1 AJ016MB1PBC2 AJ020MB1PBC1 AJ016MB1PBC2 AJ016MB1PBC2

유상옵션 무상옵션

유상옵션 무상옵션

※ 에너지소비효율등급1  ※ 96A/B/C , 112A 타입 주방강화형 옵션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은 침실2, 침실3 에만 적용됩니다. 
※ 59B 침실2,3 통합형 선택시 통합된 침실에 AJ020MB1PBC1 1대가 설치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1  ※ 96A/B/C , 112A 타입 주방강화형 옵션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은 침실2, 침실3 에만 적용됩니다. 
※ 59B 침실2,3 통합형 선택시 통합된 침실에 R-W0200C2CP 1대가 설치됩니다.  

유상옵션 [ H-BELL + 보이스홈  ] - 34 ~ 171 타입
H-BELL 보이스홈(안방, 주방) 보이스홈(거실)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유상옵션 [ 빌트인 오븐 ] - 34 ~ 171 타입

SK매직 EON-B450
www.skmagic.com/skmagic/indexB2B
상담연락처 : 1600-4700

삼성 데이코 DOC24M977SM 
www.dacorkorea.com
상담연락처 : 1588-3366

LG 시그니처 MZ3217BGS  
www.lgeservice.co.kr
상담연락처 : 070-8018-7688 (10~12시, 13~18시)

가게나우 BMP250-131  
www.fineappliances.co.kr/main.do
상담연락처 : 070-4353-0353

유상옵션

기본옵션

※ 34, 49타입 빌트인 세탁기 선택시 오븐 선택 불가

※ 34, 49타입 빌트인 세탁기 선택시 오븐 선택 불가 ※ 34, 49타입 빌트인 세탁기 선택시 오븐 선택 불가 ※ 34, 49타입 빌트인 세탁기 선택시 오븐 선택 불가



① 세대 창호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방충망은 2가지 타입입니다.(높이 2m 이상 창호 : 롤 방충망 / 높이 2m 이하 창호 : 슬라이딩 방충망)
② 해당 이미지는 높이 2m 이하의 창호에 설치되는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의 참조이미지이며, 
     일반방충망을 기본으로 실내 쪽에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을 추가 부착하여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③ 높이 2m 이상의 창호는 해당이미지와 달리 일반 롤 방충망을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으로 교체하여 설치되며, 
     롤을 올리면 창호 개구부는 방충망 없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롤을 내릴시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이 설치됩니다. 
④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설치 시 일반 방충망보다 투과율이 낮아져 가시성, 통기성, 채광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망이 설치되며, 망은 2년마다 교체(유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사용횟수, 주위환경, 관리상태 등)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망 교체는 해당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옵션 [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 - 34 ~ 171 타입

유상옵션 [ 아일랜드 2구 인덕션 ]

84A, 84Aa, 96A, 96B, 96C, 112A(주방강화형의 경우만 선택 가능)
84C, 84D, 112B, 132A, 156A(기본형의 경우만 선택가능), 156B, 171B(선택가능)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 높이 2m 이하 창호에 설치되는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가게나우 VI232-120
www.fineappliances.co.kr/main.do
상담연락처 : 070-4353-0353

SK매직 IHR-B200
www.skmagic.com/skmagic/indexB2B
상담연락처 : 1600-4700

유상옵션 [ 빌트인 냉장고 ] - 59 ~ 171 타입

유상옵션 [ 빌트인 김치냉장고 ] - 59 ~ 171 타입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삼성 BRS665040SR 
www.samsung.com
상담연락처 : 1588-3366

LG S711SI24B
www.lgeservice.co.kr
상담연락처 : 070-8018-7688                             
                     (10~12시, 13~18시)

LG 시그니처 CFL1830 
www.lgeservice.co.kr
상담연락처 : 1544-7777

삼성 데이코
DRZ24981LAPS+DRR24981RAPS
www.dacorkorea.com
상담연락처 : 1588-3366

가구 판넬 부착형 제품
(DRZ24981LAP+DRR24981RAP)은 한샘, 
Euromobil, Boffi, Bulthap만 선택 가능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삼성 RQ22K5L(R)01EC
www.samsung.com
상담연락처 : 1588-3366

LG K221PR14BL1/R1 
www.lgeservice.co.kr
상담연락처 : 070-8018-7688 (10~12시, 13~18시)

한샘, Euromobil, Leicht,  Boffi, Bulthap
선택시 가구 판넬 부착

한샘, Euromobil, Leicht,  Boffi, Bulthap
선택시 가구 판넬 부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유상옵션 [ 빌트인 식기세척기 ] - 59 ~ 171 타입

유상옵션 [ 빌트인 세탁기 ] - 34, 49타입

유상옵션 [ 안방 붙박이장 ] - 96A 기준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LG F9WKBY
www.lgeservice.co.kr
상담연락처 : 070-8018-7688                             
                     (10~12시, 13~18시)

삼성 WW90T3100KW
www.samsung.com
상담연락처 : 1588-3366

LG 시그니처 DBS12  
www.lgeservice.co.kr
상담연락처 : 070-8018-7688                             
                     (10~12시, 13~18시)

Miele G7364SCVi 
www.miele.co.kr
상담연락처 : 1577-1597

삼성 데이코 DW60M9995BB
www.dacorkorea.com/
상담연락처 : 1588-3366

SK매직 DWA80U5B 
www.skmagic.com/skmagic/indexB2B
상담연락처 : 1600-4700

한샘, Euromobil, Leicht,  Boffi, 
Bulthap 선택시 가구 판넬 부착

한샘, Euromobil, Leicht,  Boffi, 
Bulthap 선택시 가구 판넬 부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유상옵션 [ 욕조 ] - 49 ~ 171 타입

LAR욕조[새턴바스 CIELO(씨엘로)]
SBL-1501 (에어풀 기능)

LAR욕조[새턴바스 RIO(리오)]
SBL-1401

96, 112, 132, 156, 171 타입

49(샤워부스선택시 적용불가), 59, 84,
96, 112, 132, 156, 171 타입

156, 171 타입

LAR욕조[새턴바스 CIELO(씨엘로)]
SBL-1501 (에어풀 기능 제외)

www.saturn.co.kr    상담연락처 : 02) 3416-1400유상옵션

기본옵션

49(샤워부스선택시 적용불가), 59, 84 타입

49(샤워부스선택시 적용불가), 59, 84,
96, 112, 132, 156, 171 타입

세라믹 욕조(삼성화이바 DSB-93015)
상담연락처 : 010-3885-4215

세라믹 월풀 욕조(삼현종합 BT16-004)
www.highstone.co.kr/
상담연락처 : 02) 2057-1234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

일반형(PET도어) 고급형(유리도어)

유상옵션 [ 빌트인 클리너 ] - 34 ~ 171타입 유상옵션 [ 쏘노 전열교환기 ] - 34 ~ 171타입

※ 설치위치 : 현관에 1개 설치됩니다.

※ 일반형 선택시 장 사이가 측판으로 막히게 됩니다.(자녀방 반침장 참고)
※ 고급형의 경우 타입별 디자인에 맞춰 프레임 색상이 변경됩니다.(96타입 이하 흑니켈, 112타입 이상 브론즈골드)

www.grex.co.kr    상담연락처 : 031-366-1551 www.ssono.co.kr/product    상담연락처 : 02-806-3031

기본옵션

SS series

유상옵션

SS-TCU-S series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유상옵션 [ 수전 ] - 34 ~ 171 타입

유상옵션

기본옵션

▣ Hansgrohe 수전       ▶ www.hansgrohe-asia.com/ko/      상담연락처 : 02-2061-1900

▣ Gessi 수전      ▶ www.gessi.com/en/catalogue/bathroom/gessi316      상담연락처 : 02) 2658-3211

세면수전 샤워수전(레인샤워) 매립형 레인샤워 주방수전욕조수전

세면수전 매립형 레인샤워 주방수전욕조수전

무상옵션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 전 타입

American Standard 양변기
www.americanstandard.co.kr/ko/bathrooms/shower-toilets-bidet-seats/plat-shower-toilet/
상담연락처 : 1588-5903

대림 B&Co 양변기
www.daelimbath.com     상담연락처 : 010-8701-5212

공용욕실[C8310/C3600B(AQUA)] 공용욕실(DST-8001)부부욕실[C8310/C3600B(AQUA)] 부부욕실(DST-8001)

리모콘▶리모콘▶ 리모콘▶ 리모콘▶

49A(욕조 선택시)

49A(욕조 선택시) 49A(샤워부스 선택시)

84타입 이하
(49A 샤워부스 선택시)

96타입 이상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 하츠     ▶ www.haatz.com/ProductIntroduce/KitchenAppliances/Hood/List/       상담연락처 : 1644-0806

▣ SK매직     ▶ www.skmagic.com/skmagic/indexB2B       상담연락처 : 1600-4700

▣ 엘리카     ▶ https://elica.com/WW-en/hoods/      상담연락처 : 1644-0806

▣ 팔맥     ▶ www.max-time.co.kr      상담연락처 : 02)592-4003

렌지후드

하츠 B60

스마트 렌지후드 RHD-636TT 

하츠 DAC-90S

아일랜드형 RHD-241T(더블)

엘리카 VERTIGO

MIRA TOP IS 40

엘리카 Spot Plus

PLANE WALL 90

엘리카 KUADRA ISLAND

QUASAR WALL 90

※ 적용타입, 유상옵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옵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주방 상판 및 벽체

▣ 세라믹 타일 

▶ 상담연락처 : 080-729-8272

▣ 세라믹 타일(2차 옵션 추가분, 국산 주방가구 선택 시)

▶ 상담연락처 : 02-3480-8230

- 국산 주방가구 선택시
34, 49, 59 타입 : 
주방 상판 및 벽체

- 국산 및 외산 주방가구 선택시
84, 96 타입 : 주방 상판 및 벽체
- 외산 주방가구 선택시
59 타입 : 주방 상판 및 벽체

- 국산 및 외산 주방가구 선택시
112, 132 타입 : 주방상판, 벽체 및 
아일랜드상판
112, 132 타입 이태리산 주방가구 
(Boffi) 선택시 제외

-  국산 및 외산 주방가구 선택시
156, 171 타입 :  
주방상판, 벽체 및 아일랜드상판
112, 132타입 독일산 주방가구 선택 
(Bulthap) 선택 시 제외

FLORIM CEMENT
DARK GREY          

FLORIM COLOR WHITE MATTE

FLORIM MARBLE
GREY MATTE            

FLORIM CEMENT IVORY

FLORIM CEMENT
DARK GREY           

FLORIM MARBLE CALACATTA

FLORIM MARBLE
STATUARIO A MATTE

FLORIM STONE GRIS

59 타입 84, 96 타입 112, 132 타입 156, 171 타입 

※ 상기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수준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상옵션/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안으로 적용됩니다.

주방 상판 및 벽체

▣ 엔지니어드 스톤 (국산 주방가구 선택 시)

▶ http://www.hyundailnc.com/product/contents?mng_cd=47453481     상담연락처 : 080-729-8272

▣ 엔지니어드 스톤 (외산 주방가구 선택 시)

▶ https://www.radianz-quartz.com:10443/radianz/kr/colors/colors.do?brandCd=C02008     상담연락처 : 010-4720-1080

34, 49, 59 타입 : 주방 상판 및 벽체
112, 132 타입 : 주방 상판
112A 주방강화형, 112B, 132A 타입 : 
아일랜드 상판

59, 84, 96 타입 : 주방 상판 및 벽체

156, 171 타입 : 주방 상판 및 벽체

- 이태리산 주방가구(Boffi) 선택시
112, 132, 156, 171타입 : 주방 상판 및 벽체
- 독일산 주방가구(Bulthap) 선택시 
156, 171 타입 : 주방상판 및 벽체

112, 132 타입 : 주방 벽체

- 독일산 주방가구(Bulthap) 선택시
112, 132 타입 : 주방 벽체

84, 96 타입 : 주방 상판 및 벽체

- 독일산 주방가구(Bulthap) 선택시
112, 132B, 132C 타입 : 주방 상판 /
112A 주방강화형, 132A타입 : 주방 
상판 및 아일랜드 상판

156, 171타입 : 아일랜드 상판

- 이태리산 주방가구(Boffi) 선택시
112A 주방강화형, 112B, 132A, 156, 171타입 : 아일랜드 상판
- 독일산 주방가구(Bulthap) 선택시 
156, 171 타입 : 아일랜드 상판

소피아

CH949 챠콜

무카

AD123 안데스

아라미스

CO811 콘트레일

메테오르

SP850 스플랜더

코튼그레이

UR750 어반 타입별 적용 [ 보조주방 쿡탑 ] - 84 ~ 171 타입

2구 가스 하츠
SSGC-2303SABH 

2구 인덕션
SK매직 IHR-B200

84A, 84Aa, 84C, 84D, 
96 타입 선택불가 

84~171 타입



59B-기본형 (한샘)

84A-주방강화형 (한샘)

84A-주방강화형2 (한샘) 84Aa-기본형 (한샘)

84Aa-주방강화형 (한샘) 84Aa-주방강화형2 (한샘)

84B-기본형 (한샘)

34A-기본형 (한샘) 49A-기본형 (한샘)

59A-기본형 (한샘) 59B-기본형 (한샘)

84A-기본형 (한샘)

84C-기본형 (한샘)

84D-기본형 (한샘) 96A-기본형 (한샘)

96A-주방강화형 앞 (한샘) 96A-주방강화형 뒤 (한샘)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96B-기본형 (한샘) 96B-주방강화형 앞 (한샘)

96B-주방강화형 뒤 (한샘) 96C-기본형 (한샘)

96C-주방강화형 (한샘) 112A-기본형 (한샘)

112A-주방강화형 (한샘) 112B-기본형 (한샘)

112B-아일랜드 개수대 (한샘) 132A-기본형 (한샘)

132A-아일랜드 개수대 (한샘) 132B-기본형 (한샘)

132C-기본형 (한샘) 156A-기본형 (한샘)

156A-주방강화형 (한샘) 156B-기본형 (한샘)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아일랜드 2m 기준

※ 상기 이미지는 아일랜드 2m 기준



171B-기본형 (한샘)

171B-아일랜드 개수대 (한샘)

156B-아일랜드 개수대 (한샘) 171A-기본형 (한샘)

171A-주방강화형 (한샘)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그니처/데이코 냉장고와 BI김치냉장고 동시 선택 시 키큰장 폭이 줄어들며 악세서리가 도어 일체형에서 도어 분리형으로 변경됩니다.

▣ 한샘      

▶ 홈 페 이 지 : www.hanssem.com/main      
▶ 상담연락처 : 10~12시 - 02-6470-3659
                       13~15시 - 02-6470-4141
                        15~17시 - 02-6470-4232



84B-기본형 (Euromobil) 84C-기본형 (Euromobil)

84D-기본형 (Euromobil) 96A-기본형 (Euromobil)

96A-주방강화형 (Euromobil)59A-기본형 (Euromobil) 59B-기본형 (Euromobil)

84A-기본형 (Euromobil) 84A-주방강화형 (Euromobil)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A/84Aa 주방 강화형(1,2)타입, 84B타입은 본주방과 키큰장이 연결된 타입으로, 홈페이지 VR의 84A 주방 강화형 유로모빌 건립형과 같이 오븐이 키큰장에 설치됩니다.
※ 59A, 59B, 84A 주방 기본형, 84Aa 주방 기본형,  84C, 84D, 96A/96B/96C 주방 기본형 및 주방 강화형 타입은 시그니처/데이코 냉장고와 BI김치냉장고 동시 선택시 오븐이 쿡탑 하부에 설치됩니다.

▣ 유로모빌      

▶ 홈 페 이 지 : www.dynexis.co.kr      
▶ 상담연락처 : 02-6951-5352



59A (LEICHT) 59B (LEICHT)

84A (LEICHT) 84A-강화형 (LEICHT)

84B (LEICHT) 84C (LEICHT)

84D (LEICHT) 96A (LEICHT)

96A-강화형 (LEICHT)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96A 주방 기본형, 96A 주방 강화형 타입은 시그니처/데이코 냉장고 선택시 날개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홈페이지 VR 96A타입 참조)
※ 59A, 59B, 84A, 84Aa, 84B, 84C, 84D, 96A, 96B, 96C 주방 기본형에서  시그니처/데이코냉장고와 BI김치냉장고동시 선택시오븐이 쿡탑하부에 설치됩니다.
※ 84A, 84Aa, 96A, 96B, 96C 주방  강화형에서  시그니처/데이코냉장고와 BI김치냉장고동시 선택시오븐이 쿡탑하부에 설치됩니다.
※ 59A, 59B, 84A, 84Aa, 84B, 84C 주방 기본형 및 84A, 84Aa 주방  강화형은  날개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라이히트      

▶ 홈 페 이 지 : http://leicht.com      
▶ 상담연락처 : 02-6353-3491~2



112A-기본형 (보피) 112A-강화형 (보피)

112B-기본형 (보피) 132A-기본형 (보피)

132B/C-기본형 (보피) 156B-기본형 (보피)

171A-기본형 (보피) 171A-강화형 (보피)

171B-기본형 (보피)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데이코 냉장고와 BI김치냉장고 동시 선택시 휠라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보피      

▶ 홈 페 이 지 : www.koreadesign.org/main.asp     
▶ 상담연락처 : 02-3443-8071



112A-기본형 (bulthaup) 112A-주방강화형 (bulthaup)

112B-기본형 (bulthaup) 132A-기본형 (bulthaup)

132B/C-기본형 (bulthaup) 156A-주방강화형 (bulthaup)

156B-기본형 (bulthaup) 171A-기본형 (bulthaup)

171A-주방강화형 (bulthaup) 171B-기본형 (bulthaup)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건립 타입의 주방가구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주방가구사에서 작성한 시안으로 본공사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외 기타 사항(인테리어 마감재 일체, 조명, 수전 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계획은 브랜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데이코 냉장고와 BI김치냉장고 동시 선택시 휠라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불탑      

▶ 홈 페 이 지 : www.seoul.bulthaup.com/    
▶ 상담연락처 : 02-516-6165

※ 실시공시 아일랜드 바탑이 추가됩니다.(홈페이지 VR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