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042-824-6328



I 옵션공급안내 I 



유상 옵션 계약 안내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계약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지향하는 IPARK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은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사에서는 고객님의 고품격 주거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유상 옵션 계약 행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제시해 드리는 첨부물의 유상 옵션 품목과 금액, 그리고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유상 옵션 유형을 선택하시어 계약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기간 중 옵션제품을 행사장에 실제 전시합니다.(일부 품목 제외))

금번 행사는 1회에 한해 실시되며, 추후 계약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계약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 아         래 -

 

▣ 계약기간 : 2022년 6월 22일 (수) ~ 6월 26일 (일) 5일간 /  22일 (수)~25일 (토)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26일 (일) - 오전 10시 ~ 12시까지

▣ 계약장소 :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4)

▣ 계약내용 : 유상 옵션 (계약금 : 10%, 잔금 : 90%)

▣ 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시 : 분양계약서, 계약자(본인)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인 방문시 : 분양계약서, 계약자 및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인감도장,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계약행사 중 현금수납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텔레 뱅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뱅킹 또는 텔레 뱅킹으로 계좌입금시 입금자 란에 해당 동·호수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계약금(10%) 입금 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계약이 성립되오니 필히 행사장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계좌번호 

은행명 KB국민은행 계좌번호 015401-04-332830 예금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행사장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본 카다로그에 사용된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2. 계약 후 변경/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계약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옵션 계약은 주문제작에 의해 진행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발주 및 공사착수 사전행위 등을 포함)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4.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기본 제품을 가감처리한 금액입니다. 

(예시 : 유상옵션 마루(국산/수입) 선택시 기존 마루 가감처리된 금액임.)

     5.  유상옵션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옵션은 상판 컬러와 동일 컬러로 시공됩니다. 

     6. 수납강화 선택시 일부위치(전등, 몰딩, 커튼박스 등)가 변경되며 일부마감(바닥마루, 천정도배, 벽도배 등)이 미설치 됩니다.

     7.  사각싱크볼 선택시 싱크대 후면 컵보드 턱과 오버플로어가 미설치 됩니다.

     8.   간접등 조명 색상은 거실등기구 조명 색상에 맞춰서 동일한 색상으로 시공됩니다. 간접등 제어는 거실등과 마찬가지로 ON/OFF 제어만 가능합니다. 

간접등은 거실등과 마찬가지로 월패드를 통해서 제어 가능합니다.

     9. 전동커튼 레일은 1개 설치됩니다.

     10.   옵션 환기케어시스템 계약시 기존 현관 창고(팬트리),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전등 겸용 일반 환기디퓨져가 환기케어시스템 전동디퓨져와 전등으로 설치됩니다.

     11.  스마트홈 음성인식 패키지 사용을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필요합니다.(공용부 홈네트워크 단지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인터넷 회선비는 1년간 무상지원)

     12. 기존모델의 단종,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불가능할 경우 동질이상의 타 모델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3.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가전제품(LG전자, SK매직, HDC랩스) 무상 A/S 기간은 준공 후 3년이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의 A/S는 유상처리됩니다.

     15. 옵션 선택시 부위별 가구 설치 및 레이아웃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6. 빌트인에 따라 가구 형태 및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7. 유상 옵션 신청시 모델하우스 방문,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824-63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6월 17일 10시부터 가능합니다.(주말 제외))

※ 현장 여건상 행사장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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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면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판매가 계약금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BIS냉장고(S715SI24B) 5,750 575

BIS냉장고(S695SI34B) 7,650 765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R1/L1 1,250 125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2 1,190 119

SK매직
DWA-81R0D 1,090 109

DWA-76U5B 780 78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1,370 137

주방 세라믹 타일
화이트(주방벽+상판) 5,210 521

그레이(주방벽+상판) 5,970 597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확장기본형 /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3,580 358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3,330 333

중문 원슬라이딩 1,140 114

침실 수납강화 실1 3,920 392

평면선택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7,080 708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2,690 269

주방 빅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740 74

세라믹판넬(화이트) 970 97

세라믹판넬(그레이) 1,000 100

마루(국산) 구정마루
워시 오크

2,370 237
오크

마루(수입) 마이스터
라이트 오크

9,220 922
알라바스터 오크

싱크볼+수전 리바트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RO285CR

590 59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LIG179CRNO

850 85

간접조명 거실 630 63

안면인식
카메라

HDC
랩스

ISC-400FRO
(현관도어폰일체형)

250 25

식탁등

ICD-T-1609 380 38

ICD-T-1612 470 47

ICD-T-1613 460 46

스마트홈 
음성인식 
패키지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330 33

확장기본형 /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390 39

전동커튼 거실(1레일) 530 53

환기케어시스템 공기청정+제균+각방환기 1,880 188

세대통합 정수시스템 통합정수필터/KES - 304 350 35

현관방화문 고급화 2,950 295

욕실팬 힘펠 FHD-P150S1 (2개소) 700 70

84A
146실

(1단지 96실 / 2단지 20실 / 3단지 30실)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범
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실외기실실외기실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현관현관
현관현관
창고창고

실1실1 실2실2 실3실3 실4실4

다용도실다용도실 주방/식당주방/식당

| 유상선택형 | 침실통합형| 유상선택형 | 드레스룸형

| 유상옵션 | 침실 수납강화형

| 유상옵션 | 주방 빅 아일랜드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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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범
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 본 지면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판매가 계약금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BIS냉장고(S715SI24B) 5,750 575

BIS냉장고(S695SI34B) 7,650 765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R1/L1 1,250 125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2 1,190 119

SK매직
DWA-81R0D 1,090 109

DWA-76U5B 780 78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1,650 165

주방 세라믹 타일
화이트(주방벽+상판) 5,450 545

그레이(주방벽+상판) 6,320 632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확장기본 /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5,250 525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5,000 500

중문 원슬라이딩 1,140 114

침실 수납강화 실1 3,940 394

주방 장식장 890 89

평면선택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7,080 708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2,690 269

주방 빅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710 71

세라믹판넬(화이트) 940 94

세라믹판넬(그레이) 970 97

마루(국산) 구정마루
워시 오크

2,450 245
오크

마루(수입) 마이스터
라이트 오크

9,540 954
알라바스터 오크

싱크볼+수전 리바트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RO285CR

590 59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LIG179CRNO

850 85

간접조명 거실 630 63

안면인식
카메라

HDC
랩스

ISC-400FRO
(현관도어폰일체형)

250 25

식탁등

ICD-T-1609 380 38

ICD-T-1612 470 47

ICD-T-1613 460 46

스마트홈 
음성인식 
패키지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330 33

확장기본형 /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390 39

전동커튼 거실(1레일) 530 53

환기케어시스템 공기청정+제균+각방환기 1,770 177

세대통합 정수시스템 통합정수필터/KES - 304 350 35

현관방화문 고급화 2,950 295

욕실팬 힘펠 FHD-P150S1 (2개소) 700 70

84B
126실

(1단지 96실 / 2단지 20실 / 3단지 10실)

실외기실실외기실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실1실1 실2실2 실3실3 실4실4

세탁실세탁실

주방/식당주방/식당

| 유상선택형 | 침실통합형| 유상선택형 | 드레스룸형

| 유상옵션 | 주방 빅 아일랜드 식탁

| 유상옵션 | 침실 수납강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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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면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판매가 계약금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BIS냉장고(S715SI24B) 5,750 575

BIS냉장고(S695SI34B) 7,650 765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R1/L1 1,250 125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2 1,190 119

SK매직
DWA-81R0D 1,090 109

DWA-76U5B 780 78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1,370 137

주방 세라믹 타일
화이트(주방벽+상판) 5,220 522

그레이(주방벽+상판) 5,980 598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확장기본형 /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3,560 356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3,250 325

침실 수납강화 실1 3,920 392

평면선택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7,080 708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2,690 269

주방 빅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750 75

세라믹판넬(화이트) 1,000 100

세라믹판넬(그레이) 1,030 103

마루(국산) 구정마루
워시 오크

2,380 238
오크

마루(수입) 마이스터
라이트 오크

9,240 924
알라바스터 오크

싱크볼+수전 리바트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RO285CR

590 59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LIG179CRNO

850 85

간접조명 거실 630 63

안면인식
카메라

HDC
랩스

ISC-400FRO
(현관도어폰일체형)

250 25

식탁등

ICD-T-1609 380 38

ICD-T-1612 470 47

ICD-T-1613 460 46

스마트홈 
음성인식 
패키지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330 33

확장기본형 /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390 39

전동커튼 거실(1레일) 530 53

환기케어시스템 공기청정+제균+각방환기 1,880 188

세대통합 정수시스템 통합정수필터/KES - 304 350 35

현관방화문 고급화 2,950 295

욕실팬 힘펠 FHD-P150S1 (2개소) 700 70

84C
59실

(1단지 49실 / 2단지 10실)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범
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실외기실실외기실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현관현관

팬트리팬트리

실1실1 실2실2 실3실3 실4실4

다용도실다용도실 주방/식당주방/식당

| 유상옵션 | 주방 빅 아일랜드 식탁

| 유상선택형 | 침실통합형| 유상선택형 | 드레스룸형

| 유상옵션 | 침실 수납강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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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면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판매가 계약금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BIS냉장고(S715SI24B) 5,750 575

BIS냉장고(S695SI34B) 7,650 765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R1/L1 1,250 125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2 1,190 119

SK매직
DWA-81R0D 1,090 109

DWA-76U5B 780 78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1,560 156

주방 세라믹 타일
화이트(주방벽+상판) 4,380 438

그레이(주방벽+상판) 5,200 520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확장기본형 2,840 284

중문 원슬라이딩 1,140 114

마루(국산) 구정마루
워시 오크

2,480 248
오크

마루(수입) 마이스터
라이트 오크

9,630 963
알라바스터 오크

싱크볼+수전 리바트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RO285CR

590 59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LIG179CRNO

850 85

간접조명 거실 630 63

안면인식
카메라

HDC
랩스

ISC-400FRO
(현관도어폰일체형)

250 25

식탁등

ICD-T-1609 380 38

ICD-T-1612 470 47

ICD-T-1613 460 46

스마트홈 
음성인식 
패키지

확장기본형 390 39

전동커튼 거실(1레일) 530 53

환기케어시스템 공기청정+제균+각방환기 1,770 177

세대통합 정수시스템 통합정수필터/KES - 304 350 35

현관방화문 고급화 2,950 295

욕실팬 힘펠 FHD-P150S1 (2개소) 700 70

84D
16실

(1단지 16실)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범
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실외기실실외기실

다용도실다용도실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실3실3실2실2

실4실4

실1실1

주방/식당주방/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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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면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판매가 계약금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BIS냉장고(S715SI24B) 5,750 575

BIS냉장고(S695SI34B) 7,650 765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R1/L1 1,250 125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2 1,190 119

SK매직
DWA-81R0D 1,090 109

DWA-76U5B 780 78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1,560 156

주방 세라믹 타일
화이트(주방벽+상판) 4,340 434

그레이(주방벽+상판) 5,150 515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확장기본형 3,180 318

중문 원슬라이딩 1,140 114

마루(국산) 구정마루
워시 오크

2,490 249
오크

마루(수입) 마이스터
라이트 오크

9,670 967
알라바스터 오크

싱크볼+수전 리바트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RO285CR

590 59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LIG179CRNO

850 85

간접조명 거실 700 70

안면인식
카메라

HDC
랩스

ISC-400FRO
(현관도어폰일체형)

250 25

식탁등

ICD-T-1609 380 38

ICD-T-1612 470 47

ICD-T-1613 460 46

스마트홈 
음성인식 
패키지

확장기본형 390 39

전동커튼 거실(1레일) 530 53

환기케어시스템 공기청정+제균+각방환기 1,770 177

세대통합 정수시스템 통합정수필터/KES - 304 350 35

현관방화문 고급화 2,950 295

욕실팬 힘펠 FHD-P150S1 (2개소) 700 70

84E
16실

(1단지 16실)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범
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실외기실실외기실

다용도실다용도실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실3실3실2실2

실4실4

실1실1

주방/식당주방/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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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면상의 배치도, 평면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판매가 계약금

빌트인 
냉장고

LG전자
BIS냉장고(S715SI24B) 5,750 575

BIS냉장고(S695SI34B) 7,650 765

식기세척기

LG전자 DUB22SB2 1,190 119

SK매직
DWA-81R0D 1,090 109

DWA-76U5B 780 78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760 76

주방 세라믹 타일
화이트(주방벽+상판) 3,620 362

그레이(주방벽+상판) 4,210 421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확장기본형 /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5,010 501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4,730 473

중문 원슬라이딩 1,140 114

침실 수납강화 실1 3,660 366

평면선택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7,080 708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2,690 269

마루(국산) 구정마루
워시 오크

2,430 243
오크

마루(수입) 마이스터
라이트 오크

9,440 944
알라바스터 오크

싱크볼+수전 리바트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RO285CR

590 59

주방 싱크볼(국산)+
주방수전(수입) LIG179CRNO

850 85

간접조명 거실 680 68

안면인식
카메라

HDC
랩스

ISC-400FRO
(현관도어폰일체형)

250 25

식탁등

ICD-T-1609 380 38

ICD-T-1612 470 47

ICD-T-1613 460 46

스마트홈 
음성인식 
패키지

침실선택1형 - 드레스룸형 330 33

확장기본형 / 
침실선택2형 - 침실통합형 390 39

전동커튼 거실(1레일) 1,070 107

환기케어시스템 공기청정+제균+각방환기 1,770 177

세대통합 정수시스템 통합정수필터/KES - 304 350 35

현관방화문 고급화 2,950 295

욕실팬 힘펠 FHD-P150S1 (2개소) 700 70

84G
10실

(2단지 10실)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범
례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실외기실실외기실

다용도실다용도실

드레스룸드레스룸

욕실2욕실2

욕실1욕실1

현관현관

실1실1

실2실2

실3실3 실4실4주방/식당주방/식당

| 유상선택형 | 드레스룸형 | 유상선택형 | 침실통합형

| 유상옵션 | 침실 수납강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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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S715SI24B

또 하나의 럭셔리한 공간이 탄생합니다

특장점

빌트인 가전, 지금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 주방 인테리어의 완성 

- 특별한 가격 혜택

- 신뢰할 수 있는 품질 & 관리

주방 선택의 기준! LG 빌트인 냉장고

- 총용량 : 706ℓ(냉동 274ℓ/ 냉장 432ℓ)

- 재질 : 스테인리스(지문방지코팅)

- 디스플레이 : 와이드 LED 터치컨트롤

- 고내등 : 전면 입체 LED(천정+측면 위치)

- 정수필터 : 냉장고 내부 상단

- 홈바 : 와이드 소프트 홈바

- 도어 : 오토 & 소프트 클로징

- 핸들 : 라운딩 핸들

- 제빙기 : 인도어 아이스 메이커

- 맞춤 신선실 : 3+1(야채, 생선, 육류+쾌속냉각)+수분유지

- 서랍 : 오토 클로징 바스켓

- 제조사 :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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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S695SI34B

주방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진짜 프리미엄 냉장고

특장점

빌트인 가전, 지금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 주방 인테리어의 완성 

- 특별한 가격 혜택

- 신뢰할 수 있는 품질 & 관리

주방 선택의 기준! LG 빌트인 디스펜서 냉장고

- 총용량 : 686ℓ(냉동 254ℓ/ 냉장 432ℓ)

- 재질 : 스테인리스(지문방지코팅)

- 디스플레이 : 와이드 LED 터치컨트롤

- 고내등 : 전면 입체 LED(천정+측면 위치)

- 디스펜서 : 얼음 정수기(정수, 각얼음, 분쇄 얼음)

- 정수필터 : 냉장고 외부 3단

- 홈바 : 와이드 소프트 홈바

- 도어 : 오토 & 소프트 클로징

- 핸들 : 라운딩 핸들

- 제빙기 : 인도어 아이스 메이커

- 제조사 :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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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R1/L1

유산균이 훨씬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특장점

- 총용량 : 223ℓ(냉동 67ℓ / 냉장 156ℓ)

- 디스플레이/버튼 : 화이트 LED 푸쉬 버튼

- 고내등 : 화이트 LED

- 도어 스위치 : 무접점 마그네틱 스위치 (상칸)

- 냉각 방식 : 간접냉각(상/하칸 별도 운영)

- 냉기 보존 : 냉기 단속 커버

- 탈취 기능 : 트위 탈취 4개

- 부가 기능 : 스마트 진단, 정전 보상, 상하칸 문열림 센서

- 숙성 기능 : 익힘 완료

- 상칸 기능 : 맛지킴, 김치(약/중/강), 냉장, 익힘

- 하칸 기능 : 냉동, 육류/생선, 냉장, 맛지킴, 김치(약/중/강), 유산균 김치+

- 제조사 :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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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완벽한 빌트인 라인으로 

주방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식기세척기 (DWA-81R0D)   “SK매직  식기세척기”

20년 연속 식기세척기 부문

브랜드파워(K-BPI) 1위의 검증된 성능과 디자인

- Touch On 방식 자동문열림

- 국내유일 열풍으로 향상된 파워드라이 시스템

-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헹궈주는 워터케어 필터

- 99.9% UV LED 살균 시스템 (KTR 항균 시험 완료)

-   2중 구조로 소음 및 진동 완화 (1중 Prime Damping Pad,  

2중 Heavy Felt) (아스콘 사용 X, 냄새 X) 

- 히든 터치 컨트롤로 세련된 디자인

- 국내 유일의 상·중·하 동시에 강력하게 회전하는 파워워시

-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까지 99.999% 급속살균

- 제조사 : SK매직

식기세척기 (DWA-76U5B)  “소비자원 선정 최우수 SK매직 식기세척기”

20년 연속 식기세척기 부문

브랜드파워(K-BPI) 1위의 검증된 성능과 디자인

- 3단 노즐 / 회전분사 세척 방식

- 99.9% UV LED 살균 시스템 (KTR 항균 시험 완료)

-   2중 구조로 소음 및 진동 완화 (1중 Prime Damping Pad,  

2중 Heavy Felt) (아스콘 사용 X, 냄새 X) 

- 80℃ 고온 강력 살균 세척 

- 가장 빠르고 완벽한 세척

- 한국소비자원 주관 가장 성능이 우수한 식기세척기

- 상/하단 분리세척으로 용도에 따른 맞춤 세척 가능

- 제조사 : SK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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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완벽한 빌트인 라인으로 

주방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식기 세척기 (DUB22SB2)

100℃ 트루 스팀으로 강력한 살균!!
토네이도 세척 날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 기능!!

- 살균 (스팀 기능) : 100℃ 트루 스팀

- 자동문열림 건조

- 스팀 통살균

- 스마트 선반 시스템

- 상단 랙 3단 높이 조절

- 듀얼존 / 부분세척

- 인버터 DD모터

- Wi-Fi / 스마트 진단

- 용량 : 12인용

- 제조회사 : LG전자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벽)

보석처럼 빛나는 주방공간 연출

프리미엄 인테리어 스톤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전타입)

- 주방상판과 일체감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주방으로 돋보입니다.

- 천연의 아름다움과 기품있는 그대로의 색상과 질감을 고급스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  유상옵션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유상옵션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옵션은 상판 컬러와 동일 컬러로 시공됩니다. 

- 타입별로 컬러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오니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84A,C,D,E 타입 84B,G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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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방 세라믹타일
(주방벽+상판)

유럽 외산의 고급스러운 마감과 컬러감으로 
유럽형 주방공간으로 연출해 드립니다.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전타입)

-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주방으로 돋보입니다.

-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유럽산 Big Slab Ceramic을 적용하여 유럽풍의 주방공간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  주방 세라믹타일(상판+벽) 설치시 이음새가 발생되며 이음새 구분 위치 및 무늬결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사이즈 및 컬러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오니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84A 타입 주방 빅 아일랜드 식탁형 화이트 시공사례 >

< 84B 타입 그레이 시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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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거실 아트월 이태리 유럽 외산의 고급스러운 마감과  
촉감으로 트렌디한 거실을 연출해 드립니다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전타입)

-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거실로 돋보입니다.

- Italy Big Slab Ceramic을 적용한 아트월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무늬를 구현하였습니다.

- 친환경 자재로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운 거실로 연출해 드립니다.

-  아트월 설치시 세라믹타일 이음새 구분이 발생되며 이음새 구분 위치 및 무늬결이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라믹타일과 인테리어판넬의 규격 및 적용위치, 컬러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오니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84A 타입 침실선택1형 시공사례 >

< 84B 타입 침실선택2형 시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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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편안하고 아늑한 우리집 중문

트렌디한 감각으로 집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84A,B,D,E,G 타입)

 -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도어의 뒤틀림, 변형 방지

- 심플하고 슬림하면서도 안정적인 디자인

-  타입별 사이즈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오니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84A,B,D,E,G : 원슬라이딩 디자인)

- 중문 설치 시 자재 특성상 도어와 틀 사이 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A 타입 시공사례 >

< 84B 타입 시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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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침실 수납강화
(실1)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수납강화 옵션 입니다.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84A,B,C,G 타입)

- 효율적이고 다양한 용도의 수납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스타일, 용도, 공간에 맞추어 수납공간과 인테리어 공간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 타입별로 사이즈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오니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84B 타입 시공사례 >

주방장식장 주방공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장식장 입니다.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84B 타입)

- 효율적이고 다양한 용도의 장식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기본형 주방키큰장을 유리도어 장식장으로 변형할 수 있는 옵션 입니다.

-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84B 타입 시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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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평면선택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평면선택 옵션 입니다.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84A,B,C,G 타입)

 - 효율적이고 다양한 용도의 수납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침실선택1형(드레스룸형): 편리함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프리미엄 드레스룸

- 침실선택2형(침실통합형): 두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연출한 옵션입니다.

- 타입별로 사이즈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오니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84A 타입 침실선택1형 시공사례 >

< 84B 타입 침실선택2형 시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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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방 빅 아일랜드 식탁 고급스러움에 실용성을 더한 
아일랜드 식탁 옵션 입니다.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84A,B,C 타입)

-  아일랜드 식탁의 규격과 주방 상판의 디자인을 변형하여 고급스러움에 실용성을 더한  

홈바 아일랜드 식탁으로의 변형 옵션입니다.

-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84A 타입 시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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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전타입) 

- 더욱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마루로 돋보입니다. 

- 최고급형 빅사이즈 천연 veneer를 사용한 고강도 딥브러싱 프리미엄 마루

- 100%천연 무늬목으로 옹이, 크렉 등 천연목재의 특징을 담은 제품입니다. 

- 일반마루대비 강화된 표면물성의 고강도 특수표면코팅으로 내구성이 강합니다.

- 제품규격 : 8.7T X 142mm X 1,200mm

마루(국산)
구정마루 프레스티지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과 천연목재의 특징을  
트렌디하게 살린 프리미엄 마루로 집의 품격을 
올려드립니다

워시 오크 오크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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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전타입) 

- 100% Made in Germany

- 원자재 퀄리티(독일 숲에서 160년 이상 자란 나무사용) 컨트롤

- 색다른 중층부, 독일 기술이 집약된 High-Tech 섬유판에 우드 파우더 레이어까지 덧대어 최고의 강도를 자랑함

- 천연원목, 독일 환경청이 인증한 블루엔젤 획득

- 제품규격 : 11T X 270mm X 2,200mm 

마루(수입)
마이스터 HD 400

세계 마루 업계의 Trend를 주도하는 
“친환경 글로벌 기업” Meister社의 마루로 
채워진 품격있는 공간을 선사합니다

라이트 오크 알라바스터 오크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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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방 사각싱크볼(국산)

+ 주방 수전(수입)

당신의 주방을 완성하다 
넓은 작업공간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드립니다

특장점

1. 이태리산 특유의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

2. 자바라 기능으로 인한 편리한 사용성

3. 직수 ○ / 스프레이  ○

특장점

1. 넓은 담수량과 작업공간 확보 

2. 전면 패드 마감으로 소음 감소 

3.   코너 10R 제작으로 직각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코너 청소가 용이함

4.  다양한 악세서리 사용으로 제품의 사용성 극대

※ 배수구 형태 및 위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납품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각싱크볼 >

< 수입수전 >

ACC 기본제공

그릇망 도마

사각싱크볼(국산)

이태리(수입) 수전 1 - RO285CR 이태리(수입) 수전 2 - LIG179CRNO



23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간접조명
(거실)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 사양 > 

- 간접등 조명 색상은 거실등기구 조명 색상에 맞춰서 동일한 색상으로 시공됩니다. 

- 간접등 제어는 거실등과 마찬가지로 ON/OFF 제어 가능합니다.

- 간접등은 거실등과 마찬가지로 월패드를 통해서 제어 가능합니다.

< 84A 타입 거실 시공사례 >

< 84B 타입 거실 시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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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등
ICD-T-1609

고급스러운 조명으로 

보다 풍성한 가족 공간 연출

- 투명한 재료와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

- 식탁 가구배치과 공간의 확장성 제공

- 식탁 공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광학설계 적용 

- 조명의 색상과 밝기를 부드럽게 조절하여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한 기술력

- 미세한 조절로 다채로운 분위기 제공

- 스마트 조명시스템의 디자인 & 원천기술을 보유한 HDC 랩스가 직접 공급

“가족과의 만찬에는 아주 밝고 따뜻하게, 늦은 밤에는 무드있게 은은한 조명”

※ 본 연출이미지는 인테리어 효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식탁등
ICD-T-1612

세련된 조명으로 

다채로운 주방 공간 연출

- 골드 색상 마감을 적용해,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 각 조명 별 자유로운 각도 조절로 다양한 배치 가능

- 원형 디자인으로 가구배치와 공간활용이 보다 자유로움

- 조명의 색상과 밝기를 부드럽게 조절하여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한 기술력

- 미세한 조절로 다채로운 분위기 제공

- 스마트 조명시스템의 디자인 & 원천기술을 보유한 HDC 랩스가 직접 공급

“ 가족과의 만찬에는 아주 밝고 따뜻하게, 늦은 밤에는 무드 있는 은은한 조명 ”

※ 본 연출이미지는 인테리어 효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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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등
ICD-T-1613

모던한 조명으로 

세련된 주방 공간 연출

- 화이트 색상 마감에 골드색상으로 포인트 컬러를 적용해, 공간에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 부여

- 상,하부로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 원형 디자인으로 가구배치와 공간활용이 보다 자유로움

- 조명의 색상과 밝기를 부드럽게 조절하여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한 기술력

- 미세한 조절로 다채로운 분위기 제공

- 각 세대 당 식탁등 2개 제공

- 스마트 조명시스템의 디자인 & 원천기술을 보유한 HDC 랩스가 직접 공급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시켜주는 조명”

※ 본 연출이미지는 인테리어 효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옵션 계약 시 확인 바랍니다.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동커튼
원터치 방식으로 편리하게

커튼을 열고 닫는 스마트 라이프의 시작

<전동커튼 시스템>

-  홈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거실 월패드에서 제어 가능 

- 양쪽열림, 한쪽 열림 선택 가능

- 거실 커튼 박스 내 전동 레일 최대 2개 설치 가능

- 부드러운 개폐, 소음 감소 모터 적용
소프트터치 모션 가능

홈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전동 커튼 제어

예시용 이미지

예시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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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면인식
현관카메라

비대면 안면 인식으로 별도의 KEY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출입

<안면인식 현관카메라>

- 안면인식 생체인증

- 100% 비접촉식 생체인증

- 빠르고 신속한 초고속 인증 프로세스

- 강력한 보안 제공

- 어두운 환경에서도 매끄러운 인증(적외선 센서 적용)

Post 코로나 대비 비대면 접촉으로
안전하게 출입

카드키, 스마트폰 없이 강화된 생체 인증으로 
편리하게 출입

① 안면인식 시작! ② 0 Step 진입!

Fast! Correct!First Second

스마트홈 
음성인식 패키지

말하고, 보고, 듣고,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의 시작

거실 월패드

- 음성인식 스피커와 화면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인공지능 월패드

- 자연어 기반 음성인식 기술적용으로 인식율 매우 높음

- 가스, 조명, 난방, 환기, 엘리베이터 등 기본기능의 음성제어 가능

- 날씨, 미세먼지, 뉴스, 라디오 등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각 실 에너지미터

-    잠들기 전 불 끄기 귀찮았던 순간들, 

이젠 말 한마디로 조명과 난방 ON/OFF

- 심플한 고정명령어로 아이들도 사용가능

※ 명령어, 화면 디자인은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 전동블라인드, 가전제품의 연동은 불가합니다.

※ 서비스 사업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콘텐츠는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예시용 이미지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예시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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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환기케어시스템
공기청정+바이러스 케어는 기본

이제는 환기도 “필요한 방만 집중 케어하세요”

※ 옵션 “I-Clean(에어솔루션)” 계약시 기존 현관 창고(팬트리),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전등 겸용 일반 환기디퓨져가 “I-Clean(에어솔루션)” 전동디퓨져와 전등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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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통합 정수시스템
통합정수필터/KES - 304

세대 계량기 내부에 설치하여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을 정수하여 드립니다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젠 I-PARK에서 우리 집 물도 케어받으세요”
번거로운 필터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이 정수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관리!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장점

- 수돗물 및 부유물 제거 나노 여과막 자체 살균 및 향균 작용, 탈취 효과

- 가정에서 1일 1톤씩 6개월 사용 가능하며, 집안 여러 곳에서 동시에 물 사용이 가능함

-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 사후 관리 가능

< ECONOMICS / 일반 수도 필터와의 비교 >

구  분 일반 수도 필터 ES 나노 홈 정수시스템

장착수량 안방 화장실2, 거실 화장실2,주방 수전, 세탁기, 베란다 등 계량기 함 1대

필터 교체주기 3개월 마다 각 필터 교체 6개월

필터 교체수랑(1년) 32개 2개

< 사양 > 

구 분 ES 나노 홈 정수 시스템

장착 수량 계량기 함 1대(지역 난방일 경우 2대 필요)

필터 교체 주기 6개월

재질 외용기 : 스테인레스 (SUS 304)  카트리지 : 폴리프로필렌

•필터 교체주기 : 6개월 / 필터 교체문의 : 1811-9594 (더블루코리아서비스(주))

   (※ 판매가 35만원 안에는 1회 필터교체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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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방화문 고급화
Premium Fire Door

방화문의 가치를 넘어 쾌적한 공간과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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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팬
휴젠뜨 FHD-P150S1

우리가 더 건강한 숨을 쉬도록

특별하고 청정한 욕실을 제안합니다

저항손실이 증가해도 풍량이 감소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배기됩니다.

3 ┃일정하게 밀어내는 환기력 유지! 

정풍량 욕실환기팬

정압별 풍량

내·외부 2중 차단으로 날벌레, 각종 냄새 및 

역풍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1 ┃욕실냄새, 먼지, 세균 완벽차단! 

역류방지 전동댐퍼

역류방지 전동댐퍼

댐퍼가 닫혀 
층간 공기 원천 차단

결합과 분리가 간단하고 물세척으로 관리가 

편리한 프리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2 ┃간편한 분리와 물세척 가능!

손쉬운 필터 관리

프리필터

차원이 다른 욕실 환기가전

6단계 안전장치로 욕실 안전 강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6단계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히터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 차단

과전압, 과전류 시
자동으로 제품

전원 차단

메인PCB 우레탄 몰딩
적용. 제품 방수

IPX3

온풍 토출구 부분
과열 시 온도 체크,제어

온풍 토출구 과열 시
자동으로 히터 차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장시간 미사용 시
전원 차단

6단계

ON/OFF

제품방수 전류휴즈 바이메탈 온도센서 온도휴즈 전원스위치

▶ 쉬운 청소 필터와 그릴을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 항상 쾌적한 공기를 유지    ▶ 냄새 및 역류방지 장치(특허) 특허 받은 밀폐강화장치로 냄새역류를 차단    ▶ PCB방수 우레탄 몰딩 적용 4중 안전장치는 기본! 

※ 제품은 품절, 단종 등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세부사항은 옵션계약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