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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ㅣ확장형ㅣ

구분 판매가 계약금

발코니 확장 9,900 99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DVM

HOM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ALT1(4) 5,750 575 

ALT2(3) 4,640 464 

ALT3(2) 3,330 333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ALT1(4) 7,360 736 

ALT2(3) 5,850 585 

ALT3(2) 4,130 413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TBI냉장고(BRS665040SR) 5,390 539

TBI냉장고(BRS655140SR) 7,520 752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22K5(L/R)01EC 1,450 145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J5030SS 630 63

SK매직 DWA-7501B 500 50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GRA-BH301H)

670 67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 80

전기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A-BT030)
800 80

빌트인 
오븐

SK매직
스팀오븐(EON-B401SA) 650 65

IOT스팀오븐(EON-B440SA) 1,040 104

삼성전자 전기오븐(NQ50H5533KS) 850 85

중문(원슬라이딩) 1,040 104

ㅣ기본형ㅣ

59
218세대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구분
     - ALT1(전체)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ALT2(확장선택형 전체) : 거실+안방+침실1
     - ALT3(기본) : 거실+안방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범
례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 쿡탑식기세척기

침실2

부부욕실

발코니3

현관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안방

발코니1실외기실

공용욕실

발코니2

무상> 확장선택형

<에어컨 위치> 확장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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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ㅣ확장형ㅣ

구분 판매가 계약금

발코니 확장 10,200 1,02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DVM

HOM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ALT1(5) 7,370 737 

ALT2(4) 6,250 625 

ALT3(2) 3,340 334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ALT1(5) 9,380 938 

ALT2(4) 7,860 786 

ALT3(2) 4,150 415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TBI냉장고(BRS665040SR) 5,390 539

TBI냉장고(BRS655140SR) 7,520 752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22K5(L/R)01EC 1,450 145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J5030SS 630 63

SK매직 DWA-7501B 500 50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GRA-BH301H)

670 67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 80

전기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A-BT030)
800 80

중문(3연동) 1,600 160

ㅣ기본형ㅣ

75A
246세대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구분
     - ALT1(전체) : 거실+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ALT2(확장선택형 전체)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ALT3(기본) : 거실+안방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범
례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 쿡탑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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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2

알파룸
부부욕실

발코니2

현관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안방

발코니1 실외기실

공용욕실

드레스룸

무상> 확장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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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확장형ㅣ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분 판매가 계약금

발코니 확장 10,200 1,02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DVM

HOM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ALT1(4) 6,250 625 

ALT2(2) 3,340 334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ALT1(4) 7,860 786 

ALT2(2) 4,150 415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TBI냉장고(BRS665040SR) 5,390 539

TBI냉장고(BRS655140SR) 7,520 752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22K5(L/R)01EC 1,450 145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J5030SS 630 63

SK매직 DWA-7501B 500 50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GRA-BH301H)

670 67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 80

전기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A-BT030)
800 80

중문(원슬라이딩) 1,040 104

ㅣ기본형ㅣ

75B
200세대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구분
     - ALT1(전체) : 거실+안방+침실1+침실2
     - ALT2(기본) : 거실+안방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범
례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 쿡탑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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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2

부부욕실

다용도실

현관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안방

발코니1 실외기실

공용욕실

발코니3

발코니2

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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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ㅣ확장형ㅣ

구분 판매가 계약금

발코니 확장 10,700 1,07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DVM

HOM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ALT1(6) 8,420 842 

ALT2(5) 7,290 729 

ALT3(3) 4,390 439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ALT1(6) 10,830 1,083 

ALT2(5) 9,310 931 

ALT3(3) 5,600 560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TBI냉장고(BRS665040SR) 5,390 539

TBI냉장고(BRS655140SR) 7,520 752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22K5(L/R)01EC 1,450 145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J5030SS 630 63

SK매직 DWA-7501B 500 50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GRA-BH301H)

670 67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 80

전기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A-BT030)
800 80

팬트리(수납장) 2,130 213

중문(3연동) 1,720 172

ㅣ기본형ㅣ

84A
1,310세대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구분
     - ALT1(전체)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ALT2(확장선택형 전체)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ALT3(기본) : 거실+주방+안방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범
례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 쿡탑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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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2

알파룸
부부욕실

발코니2

현관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안방

발코니1 실외기실

공용욕실

드레스룸

유상> 팬트리(수납장)무상> 확장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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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ㅣ확장형ㅣ

구분 판매가 계약금

발코니 확장 10,300 1,03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DVM

HOM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ALT1(5) 7,290 729 

ALT2(3) 4,390 439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ALT1(5) 9,310 931 

ALT2(3) 5,600 560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TBI냉장고(BRS665040SR) 5,390 539

TBI냉장고(BRS655140SR) 7,520 752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22K5(L/R)01EC 1,450 145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J5030SS 630 63

SK매직 DWA-7501B 500 50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GRA-BH301H)

670 67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 80

전기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A-BT030)
800 80

중문(3연동) 1,640 164

ㅣ기본형ㅣ

84B
218세대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구분
     - ALT1(전체)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ALT2(기본) : 거실+주방+안방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범
례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 쿡탑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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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2

드레스룸2

팬트리

부부욕실

발코니1

실외기
실

현관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안방

공용욕실

드레스
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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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2

팬트리

부부욕실

발코니1

실외기실

현관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안방

발코니

공용욕실

드레스
룸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ㅣ확장형ㅣ

구분 판매가 계약금

발코니 확장 10,300 1,03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DVM

HOM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ALT1(5) 7,290 729 

ALT2(3) 4,390 439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ALT1(5) 9,310 931 

ALT2(3) 5,600 560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TBI냉장고(BRS665040SR) 5,390 539

TBI냉장고(BRS655140SR) 7,520 752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22K5(L/R)01EC 1,450 145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J5030SS 630 63

SK매직 DWA-7501B 500 50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GRA-BH301H)

670 67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 80

전기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A-BT030)
800 80

팬트리(수납강화 팬트리) 1,270 127

중문(3연동) 1,640 164

ㅣ기본형ㅣ

84C
329세대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구분
     - ALT1(전체)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ALT2(기본) : 거실+주방+안방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범
례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 쿡탑식기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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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트리(수납강화 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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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2

알파룸
부부욕실

발코니2

현관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안방

발코니1실외기실

공용욕실

드
레
스
룸

발코니3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ㅣ확장형ㅣ

구분 판매가 계약금

발코니 확장 12,000 1,20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DVM

HOM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ALT1(6) 8,830 883 

ALT2(5) 7,710 771 

ALT3(3) 5,140 514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ALT1(6) 11,250 1,125 

ALT2(5) 9,730 973 

ALT3(3) 6,350 635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TBI냉장고(BRS665040SR) 5,390 539

TBI냉장고(BRS655140SR) 7,520 752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22K5(L/R)01EC 1,450 145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J5030SS 630 63

SK매직 DWA-7501B 500 50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GRA-BH301H)

670 67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 80

전기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A-BT030)
800 80

팬트리(수납강화 드레스룸) 1,530 153

중문(원슬라이딩) 1,150 115

ㅣ기본형ㅣ

105
142세대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구분
     - ALT1(전체)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ALT2(확장선택형 전체)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 ALT3(기본) : 거실+주방+안방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범
례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 쿡탑식기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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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트리 (수납강화 드레스룸)

무상> 확장선택형



10

침실2

부부
욕실

발코니4

발코니1실외기실

테라스
현관

거실

주방/식당

침실1
안방

발코니3

공용
욕실

1

공용
욕실

2

드레스
룸

발코니2

침실3

가족실

팬트리

테라스

유상 옵션 금액

(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ㅣ확장형ㅣ

구분 판매가 계약금

발코니 확장 16,000 1,600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DVM

HOME)

삼성전자

일반 
GRILL TYPE

ALT1(7) 11,190 1,119 

ALT2(3) 5,280 528 

무풍 공기청정 
GRILL TYPE

ALT1(7) 14,010 1,401 

ALT2(3) 6,530 653 

빌트인
냉장고

삼성전자
TBI냉장고(BRS665040SR) 5,390 539

TBI냉장고(BRS655140SR) 7,520 752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RQ22K5(L/R)01EC 1,450 145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J5030SS 630 63

SK매직 DWA-7501B 500 50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SK매직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GRA-BH301H)

670 67

인덕션 2구+가스 1구
(GRA-BI320H)

800 80

전기 쿡탑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ERA-BT030)
800 80

중문(원슬라이딩) 1,080 108

ㅣ기본형ㅣ

134
3세대

※ 침대, 식탁, 소파, 책상 등은 전시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구분
     - ALT1(전체) :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
     - ALT2(기본) : 거실+주방+안방
※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 쿡탑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이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범
례 발코니 확장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 쿡탑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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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아파트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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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무풍 공기청정)
System Air Conditioner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아파트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홀을 통한
미세한 냉기로
무풍 냉방 완성

최초를 넘어, 모두의 무풍으로 거듭나고 있는 삼성 무풍에어컨!

시스템에어컨도 무풍이 대세입니다

직접 닿는 찬바람 없이 쾌적한

무풍 냉방

무풍이라 더욱 조용하고 쾌적하게

무풍 저소음 & 열대야 쾌면

무풍 운전 시 블레이드가 열리지 않아 가동 소음이 없습니다.

고요한 밤에는 더욱 조용하게 숙면할 수 있습니다.

무풍 운전 시

전기사용률 최대 61% 절감

무풍운전을 하게 되면 전기사용률이 최대 61%까지 절감됩니다.

미세한 냉기를 만들어 내는 10,000여개의 마이크로 홀이

바람 없이도 시원한 무풍냉방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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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I냉장고
BRS665040SR

가구와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주방 공간의 완성

특장점 

- 도어알람 

-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 

- LED Touch 디스플레이

- 색상 : 스테인리스 스틸&지문방지 코팅

- 냉각방식 : 독립냉각&메탈쿨링

- 높이조절 강화유리 선반

- 습도조절야채실

- 유제품보관함

- 용량 : 665ℓ

- 제조사 : 삼성전자

자주 열어도 냉기는 그대로, 메탈쿨링 커버
메탈쿨링 커버가 냉기를 꽉 잡아, 냉장고를 자주 여닫을 때
상하기 쉬운 음식을 보다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좀 더 쉽게 찾는 LED 조명
상단과 측면에 있는 LED 조명이 실내 전체에 깨끗하고 
풍부한 백색 조명을 제공하며, 선형디자인은 주방을 더욱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어 줍니다.

수분 철벽 수비, 수분케어 채소실+

야채와 과일의 수분을 지켜주는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 
더 촉촉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주방의 선을 완성하는
True Built-In

냉장고 내벽 두께 및 외관 깊이가 슬림해져
완벽한 라인을 맞추는 것은 물론
깔끔하고 세련된 주방을 완성합니다.

클래딩(Cladding) 디자인 도어로 
고급스러운 외관

스테인리스 스틸의 클래딩(Cladding) 
디자인 도어로 주방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은 청소 및 관리가 
쉽습니다.

※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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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워터 디스펜서
정수 기능부터 각얼음, 조각얼음까지,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좀 더 쉽게 찾는 LED 조명
상단과 측면에 있는 LED 조명이 실내 전체에 깨끗하고 
풍부한 백색 조명을 제공하며, 선형디자인은 주방을 더욱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어 줍니다.

수분 철벽 수비, 수분케어 채소실+

야채와 과일의 수분을 지켜주는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 
더 촉촉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TBI냉장고
BRS655140SR

가구와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주방 공간의 완성

특장점

- LED Touch 디스플레이

-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 

- 도어알람 

- 도어타입 : Cladding Door / Polygon Bar 도어 핸들

- 색상 : 스테인리스 스틸&지문방지 코팅

- 냉각방식 : 독립냉각&메탈쿨링

- 용량 : 650ℓ

- 제조사 : 삼성전자

※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클래딩(Cladding) 디자인 도어로 고급스러운 외관
스테인리스 스틸의 클래딩(Cladding) 디자인 도어로 
주방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은 청소 및 관리가 쉽습니다.

자주 열어도 냉기는 그대로, 메탈쿨링 커버
메탈쿨링 커버가 냉기를 꽉 잡아, 냉장고를 자주 여닫을 때
상하기 쉬운 음식을 보다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기를 따로따로 더 신선하게, 독립냉각
냉장실, 냉동실에 냉각기가 별도로 있어 냉장실은 촉촉하게, 
냉동실은 오래 보관 가능하며, 냄새 섞임 걱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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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김치냉장고
RQ22K5(L/R)01EC

고품격 빌트인 가전으로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특장점

-  스마트 아삭쿨링 : 내장된 센서가 온도를 유지하여 아삭한 김치 맛을 오래 유지함

- 전기료 절약 : 상실/하실 별도 전원제어로 전기료 절약 가능

- 가구패널 부착형, 좌우 변경 가능 도어

- 편리하게 김치통을 넣고 뺄 수 있는 스탠드 타입

- 상실과 하실을 별도로 제어할 수 있는 칸칸 냉각방식

- 세라믹 상판에서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방출

-  인버터콤프 : 주변온도 변화와 냉장고 온도를 감지, 콤프레셔의 회전량과  

속도를 조절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약

- 용량(상실/하실) : 220ℓ(162/58) 

- 제조사 : 삼성전자 

LED 조명
내부가 일반 백열등 보다 5배나 밝아져 구석구석 
찾기 쉬우며, 발열량까지 작아 냉장고 내부 온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주변온도 변화를 감지, 콤프레셔 회전량을 
조절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 시키는 
인버터 콤프레셔

솔라파워 탈취
김치냄새 제거에 탁월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기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기존 탈취기 대비 5배가 넘는 유지기간)

스마트 아삭쿨링
김치를 넣고 꺼낼 때 온도센서가 작동하여 김치 맛을 
지켜줍니다. 김장김치까지 오랫동안 보관해도 
김치가 무르거나 시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아삭하게 
처음 맛 그대로 지켜줍니다.

※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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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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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B)  “소비자원 선정 최우수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부분 15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 3단 노즐 / 회전분사 세척 방식

- 국내 최단 세척시간 59분(표준코스 1회 기준)

- SK매직만의 위생건조 코스 

- 예약세척(1~24시간) 및 건조/헹굼 추가 기능

- 80℃ 고온 강력 살균세척, 상/하단 분리 세척 

- 스테인레스 내벽 및 스테인레스 3중 필터

- 도어 개방 자동 멈춤, 역류 방지, 자가진단 기능

- 제조사 : SK매직

식기세척기 (DW60J5030SS)

편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식기세척기
3단 회전 노즐의 안심 세척으로 편리한 생활과
깨끗한 세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LED 디스플레이
- 실버 & 하프미러
- 도어 부착형
- 내장형 히터
- 헹굼 추가 기능
- 예약 기능
- 3중 세척 필터
- 잠열 배기 건조
- 상하단 분리세척
- 표준 79분
- 수저통
- 제조회사 : 삼성전자

·12인용    ·6가지 세척코스(표준/강력/섬세/건조/불림/무세제)

·상/중/하 3단 회전 노즐분사 ·½분리세척(상·하단 분리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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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쿡탑 

주부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조리기기의 명품을 선보입니다

상상이상의 성능, 매직 가스인덕션 하이브리드 쿡탑

 - 독일 SCHOTT社 직수입 세라믹 상판 적용
 - 소비전력 자동제어 기술 적용 (3.3Kw)
 - 터치 슬라이드 화력조절 방식 & 섬세한 미세화력 조절(0~9단)
 - 3세대 원터치 점화 방식 
 - 자동소화 안전 장치 & 자동 소화 경고음
 - 제조사 : SK매직

모델명 : GRA-BI320H

인덕션 2구+가스 1구

빠르게 조리하는 

인덕션 (2구)
익숙한

가스레인지 (1구)
가스불도 한 번에

원터치 점화기능

혁신적인 제3세대 한국형 가스하이브리드렌지 탄생!

 - 독일 SCHOTT社 직수입 세라믹 상판 적용
 - 독일 EGO사 하이라이트 발열체 적용
 - 터치 슬라이드 화력조절 방식 & 섬세한 미세화력 조절(0~9단)
 - 3세대 원터치 점화 방식 
 - 자동소화 안전 장치 & 자동 소화 경고음
 - 제조사 : SK매직

모델명 : GRA-BH301H

하이라이트 2구+가스 1구

그릇 제한 없는

하이라이트 (2구)
익숙한

가스레인지 (1구)
가스불도 한 번에

원터치 점화기능

하이브리드의 진화! SK매직과 독일 기술력의 결정체

 - 독일 EGO社 세라믹 상판 적용
 - 독일 SCHOTT社 고효율 하이라이트 적용
 - 터치 슬라이드 화력조절 방식 & 섬세한 미세화력 조절(0~9단)
 - 소비전력 자동제어 기술 적용(3.3Kw)
 - 인덕션 화구에 LED 라이팅 적용
 - 음성 기능 및 생활 편의 기능
 - 제조사 : SK매직

모델명 : ERA-BT030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빠르게 조리하는 

인덕션 (2구)
그릇 제한 없는

하이라이트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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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빌트인 오븐
완벽한 빌트인 라인으로  

주방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전기스팀복합오븐 (EON-B401SA)  “주방가전의 퍼스트클래스 매직스팀오븐”

복합오븐 10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고온스팀으로 저염분, 저칼로리, 비타민 보존

-  스팀+컨벡션오븐+전기그릴+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식품건조

- 국내 최대 63가지 자동 요리  

- 국내 40리터 대용량으로 상/하 2단 조리 가능

- 유럽 정통 컨벡션 방식으로 최적의 조리 구현

- 대기전력 1W이하 및 자동 절전기능 

- 고온 스팀청소 / 청소가 편리한 스테인레스 내벽

- 한국 소비자 웰빙지수 5년 연속 1위 

- 제조사 : SK매직    

IOT 스마트스팀오븐 (EON-B440SA)  “ IOT 스마트스팀오븐 하나로 요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비자가 인정한 오븐의 명가  
복합오븐 브랜드파워 10년 연속 1위, 한국 소비자 웰빙지수 5년 연속 1위

-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IOT스마트 기능

- 고온스팀+컨벡션 오븐+전기그릴+전자레인지+에어프라이+식품건조

- 빌트인 & Full Touch LCD 화면으로 최적의 편리성

- 저지방, 저염분, 비타민 보전 등 300℃ 고온스팀에 의한 130가지 웰빙요리

- 강화된 안전 장치 & 스마트 자가진단 기능

- 건강한 요리를 위한 위생적이고 편리한 스팀청소 기능

- 3중 Glass Door 채용으로 더욱 안전하게

- 제조사 : SK매직

2018년 출시 프리미엄 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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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합니다.  ※ 본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 선택시 일부 주방, 가구 형태 및 칸막이 설치 유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빌트인 오븐
완벽한 빌트인 라인으로  

주방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스마트오븐 (NQ50H5533KS) 

안전한 조리를 위한 도어 안전 시스템

조리가 손쉬워지는 다양한 편의 기능

주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프리미엄 디자인

- Ice Blue LED 디스플레이

- 온도조절 : 40℃~230℃ (그릴 / 열풍오븐 230℃)

- 잠금기능, 알람기능 

- 상하 개폐 방식

- 항균 세라믹 코팅 

- 제조사 : 삼성전자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도어 닫힘에서 약 15cm 
정도에서 1차  Stop으로 멈추는 <Safe Closing  
Door>를 적용하여 조리  전 후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0L 국내 최대 용량(※빌트인, 콤팩트 오븐 
기준)으로 집들이, 생일상 등 손님 초대 시에는 
물론, 베이킹·바베큐 등 대용량 요리를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20여가지 자동요리 기능으로 
더욱 손쉬운 요리가 가능합니다. 

이음새가 없는 핸들 디자인과  유럽형 컨트롤 판넬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품격있는 주방의 가치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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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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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
편안하고 아늑한 우리집 중문

트렌디한 감각으로 집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 59 타입 시공사례 >

< 75B 타입 시공사례 >

< 84A 타입 시공사례 >

< 105 타입 시공사례 >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59, 75A, 75B, 84A, 84B, 84C, 105, 134) 

- 방음 및 사생활보호 효과                -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도어의 뒤틀림, 변형 방지

- 심플하고 슬림하면서도 안정적인 디자인

-   75A, 84A, 84B, 84C 타입은 3연동 디자인으로 59, 75B, 105, 134 타입은 원슬라이딩 디자인으로 타입별 각기 다르게 적용되오니 세부사
항은 옵션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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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아늑한 우리집 중문

트렌디한 감각으로 집의 가치를 올려줍니다

※ 제품은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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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트리
수납은 알차게 공간은 넓게

고품격의 “넉넉한 수납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 84A 타입 팬트리(수납장) 시공사례 >

특장점 (옵션 적용세대 : 84A, 84C, 105) 

- 84A 타입에는 수납장이 설치 됩니다. 84C, 105 타입에는 팬트리 내 수납 시스템 선반이 설치 됩니다.

- 효율적이고 다양한 용도의 수납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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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