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유상옵션 금액 
(단위: 원 / VAT 포함) 

구분

세부내용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공급금액
제조사 품목 계약시 2022.02.10

입주시/
입주지정기간 내

발코니 확장 2,410,000 2,410,000 19,280,000 24,100,000

무상 안방 드레스룸 (택1)
파우더+드레스룸 (기본형) - - - -

드레스룸 수납강화형 - - - -

유상

칸칸 (택1) 선택

A. 침실 분리형 (침실 스터디 월) 115,000 115,000 920,000 1,150,000

B. 침실 스터디 강화형 (에듀스위트)
※ 침실1 붙박이장 설치 불가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C. 침실 가변형 (침실 하이브리드 월) 180,000 180,000 1,440,000 1,800,000

D. 거실 강화형 (거실 하이브리드 월) 86,000 86,000 688,000 860,000

천장형 냉매배관 2개소 (침실1, 침실2) 128,000 128,000 1,024,000 1,280,000

시스템 에어컨 (택1)

LG
2개소 (거실, 안방) 370,000 370,000 2,960,000 3,700,000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 640,000 5,120,000 6,400,000

삼성
2개소 (거실, 안방) 370,000 370,000 2,960,000 3,700,000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 640,000 5,120,000 6,400,000

빌트인 냉장고 (택1)
LG S715SI24B 618,000 618,000 4,944,000 6,180,000

삼성 BRS685050SR 590,000 590,000 4,720,000 5,9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택1)
※ 키큰장 하부 로봇청소기 수납공간 

수입가구 선택시 미제공

LG K221PR14BL1/R1 185,000 185,000 1,480,000 1,850,000

삼성 RQ22K5L/R01EC 185,000 185,000 1,480,000 1,85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택1)

LG DUB22SB (12인용) 115,000 115,000 920,000 1,150,000

삼성 DW60T7065SS (12인용)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SK매직 DWA-90R5B (14인용) 124,000 124,000 992,000 1,240,000

쿡탑 (택1)

LG BEY3GTBI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80,000 80,000 640,000 800,000

LG BEI3GT (인덕션 3구)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삼성 NZ63T5701AK (인덕션 3구) 80,000 80,000 640,000 800,000

SK매직 IHR-BQ40 (인덕션 4구) 200,000 200,000 1,600,000 2,000,000

빌트인 전기오븐 (택1)
LG MZ-385EBT 37,000 37,000 296,000 370,000

SK매직 EON-B450M 35,000 35,000 280,000 350,000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벽체) 170,000 170,000 1,360,000 1,700,000

수입주방가구+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벽체)  ※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선택시 선택 가능 2,460,000 2,460,000 19,680,000 24,600,000

안방 붙박이장 190,000 190,000 1,520,000 1,900,000

침실1 붙박이장  ※ 침실 스터디 강화형(에듀스위트) 선택시 선택 불가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주방 알파룸 특화 (택1) 선택
디럭스 주방(주방 우물천장 제공)+주방 팬트리 280,000 280,000 2,240,000 2,800,000

주방 팬트리+복도 팬트리 280,000 280,000 2,240,000 2,800,000

2. 세부 선택사항

❺ 시스템 에어컨 ❻ 천장형 냉매배관

설치위치 LG 삼성
천장형 냉매배관 

(침실1, 침실2) 설치2개소
(거실, 안방)

3,700,000원 3,700,000원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0원 6,400,000원 1,280,000원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정해져 있으며 에듀스위트, 거실 하이브리드 월 선택시에도 위치 및 개수는 동일하게 설치됨 ※ 천장형 냉매배관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불가
※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선택 불가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84A Type 옵션품목 안내

발코니1

실외기실

안방

거실

드레스룸부부
욕실

발코니2

현관

공용
욕실

주방/식당

알파룸

침실1

침실2

현관창고

파우더

84A Type 옵션품목 안내
※ 계약 전 선택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시어 계약 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상옵션 품목

확장형
(유상포함)

가변형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평면 유상옵션 ❶ 칸칸옵션   ❷ 주방, 알파룸 공간 옵션

가구 및 마감재 유상옵션 ❶ 안방 붙박이장   ❷ 침실1 붙박이장(침실 스터디 강화형 선택시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불가)   

❸ 현관 중문   ❹ 수입주방가구   ❺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벽)

가전 유상옵션 ❶ 빌트인 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❷ 하이브리드 쿡탑 or 인덕션   ❸ 빌트인 전기오븐   ❹ 빌트인 식기세척기 

❺ 시스템 에어컨   ❻  천장형 냉매배관(천장형 냉매배관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불가,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선택 불가)

무상 선택옵션 ❶ 파우더+드레스룸(기본형) or 드레스룸 수납강화형 中 택1

▣ 유의사항
1. 본 안내문에 사용된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디자인 및 형태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시 제시된 선택 사항 외에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존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옵션 금액은 냉매배관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4.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천장형 냉매배관 옵션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실내기 및 실외기는 추후 계약자가 별도 구입 및 설치해야 합니다.(배관만 설치됨)

6.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기본 제품을 가감처리한 금액입니다.(예시 : 전기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임) 

7. 기존 모델의 단종,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불가능할 경우 동제조사의  동종, 동급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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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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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 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 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11.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신 세대에 한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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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 제품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공정상(발주 및 시공)의 사유로 추가 계약, 변경, 해약이 불가합니다.

14. 상기 품목들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❷

❶❶

❶

❶

❷
❸

❺

❷

❹

❺❻

❻❺

❺

❺

❸ ❹



2. 세부 선택사항

발코니 확장

24,100,000원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84A Type 옵션품목 안내

❸ 빌트인 전기오븐 (택1) ❹ 빌트인 식기세척기 (택1)

LG : 370,000원 SK매직 : 350,000원 LG : 1,150,000원 삼성 : 1,100,000원 SK매직 : 1,240,000원

※ 미선택시 하부장 설치 ※ 미선택시 하부장 설치   ※ 삼성, SK매직 판넬은 가구도어 마감으로 설치됩니다.

❷ 침실1 붙박이장 

미설치 설치

기본형 1,100,000원

※ 침실 스터디 강화형(에듀스위트) 선택시 선택 불가

❷ 주방, 알파룸 공간 옵션

알파룸 디럭스 주방 + 주방 팬트리 주방 팬트리 + 복도 팬트리

기본형 2,800,000원 2,800,000원

※ 상기 이미지는 수입주방가구 기준임

※ 주방 우물천장 제공

❷ 하이브리드 쿡탑 or 인덕션 (택1)

3구 가스쿡탑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3구 인덕션 3구 인덕션 4구 인덕션

기본형 LG : 800,000원 LG : 1,100,000원 삼성 : 800,000원 SK매직 : 2,000,000원

❺ 주방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기본형 1,700,000원

❸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500,000원

❹ 주방가구

일반주방가구 수입주방가구(엔지니어드스톤 포함)

기본형 24,600,000원

※ 가전기기 제외    ※ 수입주방가구 선택시 김치냉장고&키큰장 옵션 필수 

❶ 안방 드레스룸 선택형

[ 기본형 ] 파우더 + 드레스룸 드레스룸 수납강화형

※  옵션계약기간 동안 무상선택 옵션 변경가능 
(무상선택 사항은 발코니 확장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❶ 안방 붙박이장

미설치 설치

기본형 1,900,000원

❶ 칸칸옵션               ※ 선택옵션에 따라 목문 수량과 등기구 위치 및 가구배치와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
A. 침실 분리형

[ 침실 스터디 월 ]
B. 침실 스터디 강화형 

[ 에듀스위트 ]
C. 침실 가변형 

[ 침실 하이브리드 월 ]
D. 거실 강화형

[거실 하이브리드 월 ]

기본형 1,150,000원 1,100,000원 1,800,000원 860,000원

◼ 평면 : 기본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평면 : 기본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특징 :  
 - 침실2 한쪽벽에 스터디월 설치 
      ※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음 

 - 평면 변화 없음  

◼ 평면 : 침실 강화

◼ 침실구성 : 방 1개(침실1+침실2)

◼ 특징 : 
 - 침실1, 침실2를 통합하여  
     하나로 사용(문 1개) 
 - 스터디 공간과 드레스룸 설치

※ 유상옵션 침실1 붙박이장 설치 불가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시공위치 및 개소는 기본 평면과 동일함

◼ 평면 : 침실 가변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통합, 분리가능

◼ 특징 :  
 - 침실1, 침실2 사이 고정벽대신  
     하이브리드 월 설치 
 -  하이브리드 월은 이동 설치가  

가능하며 구성품인 칸칸 선반을  
자유롭게 위치 변경할 수 있음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시공위치 및 개소는 기본 평면과 동일함

◼ 평면 : 거실 강화

◼ 침실구성 : 방 1개(침실1)

◼ 특징 : 
 - 침실1 사이즈는 기본 평면과 동일 
 -  거실에 설치되는 하이브리드 월은  

이동 설치가 가능함

※ 붙박이장은 별도 유상옵션입니다.

침실1

침실2

침실1

침실2

침실1

침실2

※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침실1

❶ 빌트인 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일반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 일반 냉장고 설치공간

 일반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  일반 냉장고 설치공간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 빌트인 냉장고

기본형
삼성 : 5,900,000원
  LG : 6,180,000원

삼성 : 1,850,000원
  LG : 1,850,000원

삼성 : 7,750,000원
  LG : 8,030,000원

※ 상기 이미지는 일반주방가구 기준임    ※ 키큰장 하부 로봇청소기 수납공간은 일반주방가구에만 설치됨    ※ 수입주방가구 선택시 키큰장이 포함된 옵션만 선택 가능  
※ 일반주방가구와 수입주방가구는 키큰장 내부 모듈 및 하드웨어 액세서리가 다르게 제공됨   ※ 건립평면에 따라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좌우가 변경될 수 있음

키

큰

장

키

큰

장

※ 발코니 비확장 세대 유상옵션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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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선택사항

❺ 시스템 에어컨 ❻ 천장형 냉매배관

설치위치 LG 삼성
천장형 냉매배관 

(침실1, 침실2) 설치2개소
(거실, 안방)

3,700,000원 3,700,000원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0원 6,400,000원 1,280,000원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정해져 있으며 에듀스위트, 거실 하이브리드 월 선택시에도 위치 및 개수는 동일하게 설치됨 ※ 천장형 냉매배관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불가
※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선택 불가

안방

거실

드레스룸

파우더

부부
욕실

발코니2

발코니1

실외기실 현관

공용
욕실

침실1

침실2

주방/식당

팬트리

현관창고

84B Type 옵션품목 안내
※ 계약 전 선택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시어 계약 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상옵션 품목

확장형
(유상포함)

가변형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평면 유상옵션 ❶ 칸칸옵션

가구 및 마감재 유상옵션 ❶ 안방 하이브리드 월   ❷ 침실1 붙박이장(침실 스터디 강화형 선택시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불가)   

❸ 현관 중문   ❹ 수입주방가구   ❺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벽)

가전 유상옵션 ❶ 빌트인 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❷ 하이브리드 쿡탑 or 인덕션   ❸ 빌트인 전기오븐   ❹ 빌트인 식기세척기   

❺ 시스템 에어컨   ❻  천장형 냉매배관(천장형 냉매배관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불가,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선택 불가)

무상 선택옵션 ❶ 파우더+드레스룸(기본형) or 드레스룸 수납강화형 中 택1

▣ 유의사항
1. 본 안내문에 사용된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디자인 및 형태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시 제시된 선택 사항 외에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존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옵션 금액은 냉매배관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4.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천장형 냉매배관 옵션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실내기 및 실외기는 추후 계약자가 별도 구입 및 설치해야 합니다.(배관만 설치됨)

6.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기본 제품을 가감처리한 금액입니다.(예시 : 전기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임) 

7. 기존 모델의 단종,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불가능할 경우 동제조사의  동종, 동급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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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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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 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 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11.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신 세대에 한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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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 제품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공정상(발주 및 시공)의 사유로 추가 계약, 변경, 해약이 불가합니다.

14. 상기 품목들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3. 유상옵션 금액 
(단위: 원 / VAT 포함) 

구분

세부내용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공급금액
제조사 품목 계약시 2022.02.10

입주시/
입주지정기간 내

발코니 확장 2,190,000 2,190,000 17,520,000 21,900,000

무상 안방 드레스룸 (택1)
파우더+드레스룸 (기본형) - - - -

드레스룸 수납강화형 - - - -

유상

칸칸
선택1

A. 침실 분리형 (침실 스터디 월) 115,000 115,000 920,000 1,150,000

B. 침실 스터디 강화형 (에듀스위트)
※ 침실1 붙박이장 설치 불가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C. 침실 가변형 (침실 하이브리드 월) 180,000 180,000 1,440,000 1,800,000

D. 거실 강화형 (거실 하이브리드 월) 61,000 61,000 488,000 610,000

선택2 안방 하이브리드 월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천장형 냉매배관 2개소 (침실1, 침실2) 128,000 128,000 1,024,000 1,280,000

시스템 에어컨 (택1)

LG
2개소 (거실, 안방) 370,000 370,000 2,960,000 3,700,000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 640,000 5,120,000 6,400,000

삼성
2개소 (거실, 안방) 370,000 370,000 2,960,000 3,700,000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 640,000 5,120,000 6,400,000

빌트인 냉장고 (택1)
LG S715SI24B 618,000 618,000 4,944,000 6,180,000

삼성 BRS685050SR 590,000 590,000 4,720,000 5,9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택1)
※ 키큰장 하부 로봇청소기 수납공간 

수입가구 선택시 미제공

LG K221PR14BL1/R1 185,000 185,000 1,480,000 1,850,000

삼성 RQ22K5L/R01EC 185,000 185,000 1,480,000 1,85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택1)

LG DUB22SB (12인용) 115,000 115,000 920,000 1,150,000

삼성 DW60T7065SS (12인용)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SK매직 DWA-90R5B (14인용) 124,000 124,000 992,000 1,240,000

쿡탑 (택1)

LG BEY3GTBI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80,000 80,000 640,000 800,000

LG BEI3GT (인덕션 3구)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삼성 NZ63T5701AK (인덕션 3구) 80,000 80,000 640,000 800,000

SK매직 IHR-BQ40 (인덕션 4구) 200,000 200,000 1,600,000 2,000,000

빌트인 전기오븐 (택1)
LG MZ-385EBT 37,000 37,000 296,000 370,000

SK매직 EON-B450M 35,000 35,000 280,000 350,000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벽체) 190,000 190,000 1,520,000 1,900,000

수입주방가구+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벽체)  ※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선택시 선택 가능 2,790,000 2,790,000 22,320,000 27,900,000

침실1 붙박이장  ※ 침실 스터디 강화형(에듀스위트) 선택시 선택 불가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❶

❶

❶

❶
❷

❸❺

❷

❹

❺

❺

❻

❻

❺

❺

❸

❹



❶ 칸칸               ※ 선택옵션에 따라 목문 수량과 등기구 위치 및 가구배치와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
A. 침실 분리형

[ 침실 스터디 월 ]
B. 침실 스터디 강화형 

[ 에듀스위트 ]
C. 침실 가변형 

[ 침실 하이브리드 월 ]
D. 거실 강화형

[거실 하이브리드 월 ]

기본형 1,150,000원 1,100,000원 1,800,000원 610,000원

◼ 평면 : 기본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평면 : 기본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특징 :  
 - 침실2 한쪽벽에 스터디월 설치 
      ※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음 

 - 평면 변화 없음  

◼ 평면 : 침실 강화

◼ 침실구성 : 방 1개(침실1+침실2)

◼ 특징 : 
 - 침실1, 침실2를 통합하여  
     하나로 사용(문 1개) 
 - 스터디 공간과 드레스룸 설치

※ 유상옵션 침실1 붙박이장 설치 불가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시공위치 및 개소는 기본 평면과 동일함

◼ 평면 : 침실 가변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통합, 분리가능

◼ 특징 :  
 - 침실1, 침실2 사이 고정벽대신  
     하이브리드 월 설치 
 -  하이브리드 월은 이동 설치가  

가능하며 구성품인 칸칸 선반을  
자유롭게 위치 변경할 수 있음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시공위치 및 개소는 기본 평면과 동일함

◼ 평면 : 거실 강화

◼ 침실구성 : 방 1개(침실1)

◼ 특징 : 
 - 침실1 사이즈는 기본 평면과 동일 
 -  거실에 설치되는 하이브리드 월은  

이동 설치가 가능함

※ 붙박이장은 별도 유상옵션입니다.

2. 세부 선택사항

❶ 안방 드레스룸 선택형

[ 기본형 ] 파우더 + 드레스룸 드레스룸 수납강화형

※  옵션계약기간 동안 무상선택 옵션 변경가능 
(무상선택 사항은 발코니 확장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84B Type 옵션품목 안내

❺ 주방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기본형 1,900,000원

❶ 빌트인 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일반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 일반 냉장고 설치공간

 일반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  일반 냉장고 설치공간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 빌트인 냉장고

기본형
삼성 : 5,900,000원
  LG : 6,180,000원

삼성 : 1,850,000원
  LG : 1,850,000원

삼성 : 7,750,000원
  LG : 8,030,000원

※ 상기 이미지는 일반주방가구 기준임    ※ 키큰장 하부 로봇청소기 수납공간은 일반주방가구에만 설치됨    ※ 수입주방가구 선택시 키큰장이 포함된 옵션만 선택 가능  
※ 일반주방가구와 수입주방가구는 키큰장 내부 모듈 및 하드웨어 액세서리가 다르게 제공됨   ※ 건립평면에 따라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좌우가 변경될 수 있음

침실2

침실1

침실2

침실1

침실2

침실1

※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❹ 주방가구

일반주방가구 수입주방가구(엔지니어드스톤 포함)

기본형 27,900,000원

※ 가전기기 제외    ※ 수입주방가구 선택시 김치냉장고&키큰장 옵션 필수 

❶ 안방 하이브리드 월

미설치 설치

기본형 1,100,000원

❷ 침실1 붙박이장 

미설치 설치

기본형 1,100,000원

※ 침실 스터디 강화형(에듀스위트) 선택시 선택 불가

❸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500,000원

침실1

키

큰

장

키

큰

장

발코니 확장

21,900,000원
※ 발코니 비확장 세대 유상옵션 선택 불가

❸ 빌트인 전기오븐 (택1) ❹ 빌트인 식기세척기 (택1)

LG : 370,000원 SK매직 : 350,000원 LG : 1,150,000원 삼성 : 1,100,000원 SK매직 : 1,240,000원

※ 미선택시 하부장 설치 ※ 미선택시 하부장 설치   ※ 삼성, SK매직 판넬은 가구도어 마감으로 설치됩니다.

❷ 하이브리드 쿡탑 or 인덕션 (택1)

3구 가스쿡탑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3구 인덕션 3구 인덕션 4구 인덕션

기본형 LG : 800,000원 LG : 1,100,000원 삼성 : 800,000원 SK매직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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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선택사항

❺ 시스템 에어컨 ❻ 천장형 냉매배관

설치위치 LG 삼성
천장형 냉매배관 

(침실1, 침실2) 설치2개소
(거실, 안방)

3,700,000원 3,700,000원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0원 6,400,000원 1,280,000원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정해져 있으며 에듀스위트, 거실 하이브리드 월 선택시에도 위치 및 개수는 동일하게 설치됨 ※ 천장형 냉매배관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불가
※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선택 불가

안방

거실

드레스룸

부부
욕실

발코니2

발코니1

실외기실

현관

공용
욕실

주방/식당팬트리

침실1

침실2

현관창고

84C Type 옵션품목 안내
※ 계약 전 선택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하시어 계약 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상옵션 품목

확장형
(유상포함)

가변형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평면 유상옵션 ❶ 칸칸옵션

가구 및 마감재 유상옵션 ❶ 안방 하이브리드 월   ❷ 침실1 붙박이장(침실 스터디 강화형 선택시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불가)   

❸ 현관 중문   ❹ 수입주방가구   ❺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상판 + 벽)

가전 유상옵션 ❶ 빌트인 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❷ 하이브리드 쿡탑 or 인덕션   ❸ 빌트인 전기오븐   ❹ 빌트인 식기세척기   

❺ 시스템 에어컨   ❻  천장형 냉매배관(천장형 냉매배관에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불가,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선택 불가)

무상 선택옵션 ❶ 드레스룸 수납강화형(기본형) or 파우더+드레스룸 中 택1

▣ 유의사항
1. 본 안내문에 사용된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디자인 및 형태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시 제시된 선택 사항 외에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존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옵션 금액은 냉매배관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4.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천장형 냉매배관 옵션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실내기 및 실외기는 추후 계약자가 별도 구입 및 설치해야 합니다.(배관만 설치됨)

6.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기본 제품을 가감처리한 금액입니다.(예시 : 전기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임) 

7. 기존 모델의 단종,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불가능할 경우 동제조사의  동종, 동급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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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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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빌트인 가전 및 붙박이 가구 선택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 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11.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신 세대에 한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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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 제품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공정상(발주 및 시공)의 사유로 추가 계약, 변경, 해약이 불가합니다.

14. 상기 품목들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3. 유상옵션 금액 
(단위: 원 / VAT 포함) 

구분

세부내용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공급금액
제조사 품목 계약시 2022.02.10

입주시/
입주지정기간 내

발코니 확장 2,410,000 2,410,000 19,280,000 24,100,000

무상 안방 드레스룸 (택1)
드레스룸 수납강화형 (기본형) - - - -

파우더+드레스룸 - - - -

유상

칸칸
선택1

A. 침실 분리형 (침실 스터디 월) 115,000 115,000 920,000 1,150,000

B. 침실 스터디 강화형 (에듀스위트)
※ 침실1 붙박이장 설치 불가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C. 침실 가변형 (침실 하이브리드 월) 180,000 180,000 1,440,000 1,800,000

D. 거실 강화형 (거실 하이브리드 월) 61,000 61,000 488,000 610,000

선택2 안방 하이브리드 월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천장형 냉매배관 2개소 (침실1, 침실2) 128,000 128,000 1,024,000 1,280,000

시스템 에어컨 (택1)

LG
2개소 (거실, 안방) 370,000 370,000 2,960,000 3,700,000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 640,000 5,120,000 6,400,000

삼성
2개소 (거실, 안방) 370,000 370,000 2,960,000 3,700,000

4개소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640,000 640,000 5,120,000 6,400,000

빌트인 냉장고 (택1)
LG S715SI24B 618,000 618,000 4,944,000 6,180,000

삼성 BRS685050SR 590,000 590,000 4,720,000 5,9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택1)
※ 키큰장 하부 로봇청소기 수납공간 

수입가구 선택시 미제공

LG K221PR14BL1/R1 185,000 185,000 1,480,000 1,850,000

삼성 RQ22K5L/R01EC 185,000 185,000 1,480,000 1,85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택1)

LG DUB22SB (12인용) 115,000 115,000 920,000 1,150,000

삼성 DW60T7065SS (12인용)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SK매직 DWA-90R5B (14인용) 124,000 124,000 992,000 1,240,000

쿡탑 (택1)

LG BEY3GTBI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80,000 80,000 640,000 800,000

LG BEI3GT (인덕션 3구)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삼성 NZ63T5701AK (인덕션 3구) 80,000 80,000 640,000 800,000

SK매직 IHR-BQ40 (인덕션 4구) 200,000 200,000 1,600,000 2,000,000

빌트인 전기오븐 (택1)
LG MZ-385EBT 37,000 37,000 296,000 370,000

SK매직 EON-B450M 35,000 35,000 280,000 350,000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벽체) 190,000 190,000 1,520,000 1,900,000

수입주방가구+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벽체)  ※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선택시 선택 가능 2,790,000 2,790,000 22,320,000 27,900,000

침실1 붙박이장  ※ 침실 스터디 강화형(에듀스위트) 선택시 선택 불가 110,000 110,000 880,000 1,100,000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50,000 150,000 1,200,000 1,500,000

❶

❶

❷
❸

❺

❷

❹

❺

❺

❺❻

❺❻

❸

❹

❶

❶



❶ 칸칸               ※ 선택옵션에 따라 목문 수량과 등기구 위치 및 가구배치와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
A. 침실 분리형

[ 침실 스터디 월 ]
B. 침실 스터디 강화형 

[ 에듀스위트 ]
C. 침실 가변형 

[ 침실 하이브리드 월 ]
D. 거실 강화형

[거실 하이브리드 월 ]

기본형 1,150,000원 1,100,000원 1,800,000원 610,000원

◼ 평면 : 기본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평면 : 기본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특징 :  
 - 침실2 한쪽벽에 스터디월 설치 
      ※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음 

 - 평면 변화 없음  

◼ 평면 : 침실 강화

◼ 침실구성 : 방 1개(침실1+침실2)

◼ 특징 : 
 - 침실1, 침실2를 통합하여  
     하나로 사용(문 1개) 
 - 스터디 공간과 드레스룸 설치

※ 유상옵션 침실1 붙박이장 설치 불가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시공위치 및 개소는 기본 평면과 동일함

◼ 평면 : 침실 가변

◼ 침실구성 :  방 2개(침실1, 침실2)     
※ 통합, 분리가능

◼ 특징 :  
 - 침실1, 침실2 사이 고정벽대신  
     하이브리드 월 설치 
 -  하이브리드 월은 이동 설치가  

가능하며 구성품인 칸칸 선반을  
자유롭게 위치 변경할 수 있음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4개소 선택시  
시공위치 및 개소는 기본 평면과 동일함

◼ 평면 : 거실 강화

◼ 침실구성 : 방 1개(침실1)

◼ 특징 : 
 - 침실1 사이즈는 기본 평면과 동일 
 -  거실에 설치되는 하이브리드 월은  

이동 설치가 가능함

※ 붙박이장은 별도 유상옵션입니다.

2. 세부 선택사항

❶ 안방 드레스룸 선택형

[ 기본형 ] 드레스룸 수납강화형 파우더 + 드레스룸

※  옵션계약기간 동안 무상선택 옵션 변경가능 
(무상선택 사항은 발코니 확장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84C Type 옵션품목 안내

❺ 주방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상판(인조대리석) 벽(타일)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기본형 1,900,000원

❶ 빌트인 냉장고/빌트인 김치냉장고 + 키큰장

일반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 일반 냉장고 설치공간

 일반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  일반 냉장고 설치공간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 빌트인 냉장고

기본형
삼성 : 5,900,000원
  LG : 6,180,000원

삼성 : 1,850,000원
  LG : 1,850,000원

삼성 : 7,750,000원
  LG : 8,030,000원

※ 상기 이미지는 일반주방가구 기준임    ※ 키큰장 하부 로봇청소기 수납공간은 일반주방가구에만 설치됨    ※ 수입주방가구 선택시 키큰장이 포함된 옵션만 선택 가능  
※ 일반주방가구와 수입주방가구는 키큰장 내부 모듈 및 하드웨어 액세서리가 다르게 제공됨   ※ 건립평면에 따라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좌우가 변경될 수 있음

※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 침실1 붙박이장 미제공

❹ 주방가구

일반주방가구 수입주방가구(엔지니어드스톤 포함)

기본형 27,900,000원

※ 가전기기 제외    ※ 수입주방가구 선택시 김치냉장고&키큰장 옵션 필수 

❶ 안방 하이브리드 월

미설치 설치

기본형 1,100,000원

❷ 침실1 붙박이장 

미설치 설치

기본형 1,100,000원

※ 침실 스터디 강화형(에듀스위트) 선택시 선택 불가

❸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500,000원

침실1

침실2

침실1

침실2

침실1

침실2

침실1

키

큰

장

키

큰

장

발코니 확장

24,100,000원
※ 발코니 비확장 세대 유상옵션 선택 불가

❸ 빌트인 전기오븐 (택1) ❹ 빌트인 식기세척기 (택1)

LG : 370,000원 SK매직 : 350,000원 LG : 1,150,000원 삼성 : 1,100,000원 SK매직 : 1,240,000원

※ 미선택시 하부장 설치 ※ 미선택시 하부장 설치   ※ 삼성, SK매직 판넬은 가구도어 마감으로 설치됩니다.

❷ 하이브리드 쿡탑 or 인덕션 (택1)

3구 가스쿡탑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 3구 인덕션 3구 인덕션 4구 인덕션

기본형 LG : 800,000원 LG : 1,100,000원 삼성 : 800,000원 SK매직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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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_페이지_27
	1_페이지_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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