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타입 실내기대수 실내기 설치위치

59㎡

1안 AJ025MXHNBC1 2 거실+안방

2안 AJ030MXHNBC1 3 거실+안방+침실2

3안 AJ040MXHNBC1 4 거실+안방+침실2+침실3

74㎡

1안 AJ030MXHNBC1 2 거실+안방

2안 AJ040MXHNBC1 3 거실+안방+침실2

3안 AJ040MXHNBC1 4 거실+안방+침실2+침실3

84㎡

1안 AJ040MXHNBC1 2 거실+안방

2안 AJ040MXHNBC1 3 거실+안방+침실2

3안 AJ050MXHNBC1 4 거실+안방+침실2+침실3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공사(동우개발(주))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품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계약은 상기 주택형별 설치위치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과 별도로서, 공급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 포함임.
- 본 공고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별도의 에어컨용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매립냉매배관 설치하지 않음)
- 아파트 공급계약의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본 시스템에어컨 설치계약도 동시에 승계되어야 함.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

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품목 주택형 업체명 모델명

TBI 냉장고 59A, 59B, 74A, 74B, 84A, 84B 삼성 BRS655140SR

의류건조기(에어드레서) 74A, 74B, 84A, 84B 삼성
클래식 화이트 
DF60R8300WG

하이브리드쿡탑 + 광파오븐 59A, 59B, 74A, 74B, 84A, 84B SK매직
ERABTH32

EON-B450M

• 가전옵션

품목 주택형 옵션 내용

가구

현관 중문 유리도어

59A 3연동 도어 (W1580*H2300)

59B 3연동 도어 (W1600*H2300)

74A, 84A, 84B 슬라이딩 도어 (W1200*H2300)

74B 슬라이딩 도어 (W1100*H2300)

안방붙박이장

59A 화장대 + 붙박이장 (660*2300 + 2540*2300)

59B 서랍 + 붙박이장 (1280*1270 + 1920*2300)

74A 붙박이장 (3350*2300)

74B 붙박이장 + 중간서랍장 (2150*2300)+(1200*1270) 

84A 붙박이장 (3500*2300)

84B 붙박이장 + 중간서랍장 (2400*2300)+(1200*1270)

침실2 붙박이장

59A 붙박이장 L=2600 

59B 붙박이장 L=1455+620, H=2300 

74A, 74B, 84B 붙박이장 L=1500+620, H=2300

84A 붙박이장 L=1600+620, H=2300

주방 키큰장 + 오픈키큰장
74A 키큰장+오픈키큰장+FIX판넬 (L=1875+315+530, H=2300)

74B 키큰장+오픈키큰장+FIX판넬 (L=1885+315+530, H=2300)

• 기타유상옵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