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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티엄 이천부발

유상옵션행사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당사에서는 차원높은 주거생활 문화공간 구현 및 주거공간의 가치를 더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상옵션

행사"를 시행합니다

행사일정
5월 13일(금)~ 16일(월)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장

소 이안 퍼스티엄 이천부발 견본주택 (주소 : 이천시 안흥동 210-3 )

유상옵션 행사관련 안내전화(문의처) ☎1566-4837
※ 유상옵션 신청 및 계약은 금회에 한해 실시되며 추가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EVENT1
경품이벤트

평일/주말 1개씩 추첨!!
1등

한샘 방범방충망(평일1명/주말1명)

추락방지

2등

도둑침입 방지

단열필름(평일1명/주말1명)

벌레침입 방지

튼튼한 내구성

3등

에어데이즈
KF94 마스크 선물세트
(평일10명/주말10명)

차단

냉·난방 에너지 비용 절감

태양열/자외선/적외선 차단

유리파손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선명한 시인성

차단

EVENT 2
입주자 커뮤니티 계약 후기
입주자 커뮤니티(카페, 단톡방)
계약 후기를 남겨주세요!
입주자 단톡방 OR 입주자 카페에 계약 후
후기를 남겨 주시면

선착순
100명!

스타벅스 쿠폰 1만원 즉시지급!

EVENT 3
판매 금액별 상품권 증정
판매가
약 1,000만원 이상

판매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판매가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만원

쿠키 &
이부뚜리에 초콜릿

행사기간 : 5월 13일(금)~ 16일(월)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장소 : 이안 퍼스티엄 이천부발 견본주택 (주소 : 이천시 안흥동 210-3 )
※ 유상옵션 신청 및 계약은 금회에 한해 실시되며 추가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유상옵션 행사관련 안내전화(문의처) ☎ 1566-4837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 ]
1. 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계약이 성립되오니 반드시 행사장 방문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시 계약성립)
2. 계약시 카드결제 및 현금수납이 어려우므로 계약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품의 자재발주 및 투입, 시공으로 인하여 계약 후 변경/해지를 할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카다록에 사용된 이미지 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 홍보관 행사장으로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패키지 품목 계약 세대에 한해 금액별 상품권을 지급해 드릴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 판매금액별 상품권 or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지급해 드릴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7. 행사일에 개인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고객님들은 유선계약도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티엄 이천부발

옵션안내문
행사기간
주

2022년 5월 13일(금) ~ 16(월) 오전 10:00 ~ 오후 18:00까지 진행

소 이안 퍼스티엄 이천부발 견본주택 (주소 : 이천시 안흥동 210-3 )

유상옵션 행사관련 안내전화(문의처) ☎ 1566-4837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Wellbeing Life 모두가 이안에 있습니다.

이안 5대 생활효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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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시공위치 안내

시스템에어컨 표시

75B Type

거실

침실1

75A Type

침실1

침실3
거실

침실2

침실2

침실3

선택1

거실+침실1

선택1

거실+침실1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5C Type

75D Type

침실1

침실1
거실

침실2

거실

침실3

침실2

선택1

거실+침실1

선택1

거실+침실1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84A Type

침실3

84B Type
침실1

알파룸

침실3

4

침실2

거실

침실1
거실

침실2

선택1

거실+침실1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선택1

거실+침실1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선택2

거실+침실1+침실2

선택4

거실+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선택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이즈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실제 시공시 다른 모델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침실3

비스포크 냉장고 시공위치 안내

비스포크 냉장고 표시

75A Type

75B Type

75C Type

75D Type

84A Type

84B Type

침실1(안방) 여닫이 붙박이장 시공위치 안내

침실1
(안방)

75A Type

침실1
(안방)

75D Type

붙박이장 표시

침실1
(안방)

침실1
(안방)

75B Type

침실1
(안방)

84A Type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이즈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실제 시공시 다른 모델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5C Type

침실1
(안방)

84B Type
5

01 삼성 시스템에어컨

삼성무풍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는 이유!
공간은 넓게
천장에 설치하여 실내가 더 넓고 고급스러워집니다.

가치는 높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집은 매매와 전세 시 선호됩니다.

자녀방까지
하나의 실외기로 모든 방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1대의 실외기에 최대 9대의 실내기 연결 가능

무풍도 함께
삼성만의 독보적인 무풍 냉방기술까지 누릴 수있습니다.
※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0.15m/s이하의 바람을 무풍으로 정의

당연한 선택!
삼성 무풍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직접풍과 간접풍은 물론 무풍 냉방기술까지 적용된 신개념 에어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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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스포크 키친핏 냉장고

삼성

키친핏

신개념 비스포크 냉장고를
주방가구에 딱 맞는 키친핏으로
더 스타일리쉬 하게!

iF 디자인 어워드 2020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0)
비스포크 키친핏 제품 부문 금상 수상

8

※ 김치냉장고 모델별로 김치통 종류 및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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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스포크 빌트인 식기세척기 / 비스포크 빌트인 듀얼정수기

식기세척기
한국의 식(食)과 멋을 맞추다

10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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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삼성 에어드레서

에어드레서

매일 새 옷같이 AI 로 맞추다

12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드레서
대용량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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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팬트리 선택형

84A 팬트리 선택형(알파룸)
효율적인 알파룸 활용법!
주어진 공간을 우리집 수납 왕 팬트리로~

선택1

대형 팬트리

예시사진

선택2

공간 분리형 팬트리
(모델하우스 설치)

14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이므로, 실제 제품과 색상, 디자인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세안내사항은 유상옵션 행사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 주방 발코니 수납장

주방 발코니 수납장

기본 시스템 2단 선반제공
참고-이안 센트럴 포레 장유

선택1 상부수납공간 / 작업선반
하부 인출 빨래망, 야채보관함

모델하우스 설치

선택2 상부수납공간
손빨래싱크+수전
하부수납공간
참고-이안 센트럴 포레 장유

참고-이안 센트럴 포레 장유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이므로, 실제 제품과 색상, 디자인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세안내사항은 유상옵션 행사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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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슬라이딩 무빙월 / 붙박이장

공간을 더 세련되게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연출하는
슬라이딩 무빙월, 붙박이장

슬라이딩 무빙월_침실2, 3

기본 침실 2, 3 분리형
16

유상 침실2, 3 통합형

붙박이장_침실1(안방)
효율적인 가구 구성으로 생활의 편리함까지 수납효율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이안 붙박이장을 유상옵션으로 선택하실 수있습니다.

유상 침실1(안방) 붙박이장

75B(입식 파우더장+붙박이장)

75A, 75C, 75D, 84A, 84B

붙박이장_침실3

선택1 붙박이장
(전 타입공통)

선택2 붙박이장+
에어드레서장
(75타입만 적용)

* 붙박이장의 형태 및 디자인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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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현관중문

내 삶의 공간을 더욱 멋스럽고 편안하게, 더 따뜻하게,
더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중문!
‘주식회사 씨넷’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품기능
Product Information
AL 연동 슬라이딩-3연동 슬라이딩
▶ 기존 종방향의 롤러 배치를 횡 방향으로 변경

슬라이딩 하드웨어 시스템

▶ 롤러의 방향을 종에서 횡으로 변경하며 슬라이딩 무빙 효과를 극대화(하부 하
중 방식에 적합한 횡가이드 롤러 적용)
▶ 연동 시스템의 필수 기능인 댐퍼의 위치 변경
▶ 기존 1번 도어(손잡이 도어)에 연결되어 있는 댐퍼의 위치를 2번 도어(중간
도어)로 변경적용하여 슬라이딩 구동시 부드러운 무빙을 구현
18

슬라이딩 시스템(댐퍼)

3연동 슬라이딩 수동중문
Al Inner Door System

인증서사본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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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엔지니어드 스톤 / 싱크볼사각형
공간의 가치를 더하는 프리미엄 이스톤

비아테라는 천연석의 질감과 패턴을 고급스럽게 표현합니다.
차갑고 단단하지만, 섬세하고 우아한 매력으로 어떤 공간에도 예술적 감각을 더합니다.
다양한 패턴과 컬러감으로 모던한 공간부터 클래식한 공간까지 잘 어우러집니다.

연결부위

표면마감 타입

디자인/패턴

비아테라는 대형 원판으로 생산하여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가공해 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문 시, 표면마감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아테라는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을 위해 표면마감 처
리가 다르게 적용된 컬러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감 방식
은 표면에만 적용되고 표면부와 절단부를 연결 시 표면
마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가시공 방법은 권장하
지 않으며 이는 클레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Royal 제품군은 대형 베인(Vein) 무늬를 가진 컬러입
니다. 이로 인해 자재간 이어 붙이기 (상판-상판, 상판벽체, 상판-앞턱 등) 하는 경우에는 패턴과 무늬가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클레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❶ 수평 연결 (ex.상판-상판)
재단한 자재를 수평으로 이어 붙여 시공하면, 컬러
나 패턴이 끊겨 연결 부위가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
니다. 시공 사이즈 등에 따라 이어 붙인 비아테라 간
약간의 컬러/패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❷ 수직 연결 (ex.벽면-상판)
시공 일정상 벽면은 상판보다 약 3개월 전에 시공됩
니다. 생산 단위가 달라짐에 따라 벽면과 상판의 컬
러/패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벽면-가구상판 시공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특성이며, 클레임
대상이 아닙니다.
20

10 가스인덕션 / 하이브리드

사라지다.
안내선도, 대화구도, 경계 없는 최고화력의 시작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나만의 공간과 취향에 맞게
빛나는 커스텀 Fit 라이팅

국내 최고화력
3,400W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5년 연속
1위

이노스타
2021
1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2018·19·20
3년 연속 1위

소비자웰빙
환경만족지수
2018·2020
1위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2021 수상

· 사이즈: W594×D510×H59mm
· 정격전압: AC 220V, 60HZ
· 조작방법: 터치 / 15단계 초미세 소프트 다이얼
· 독일 SCHOTT· 루비오글라스
· 8개 듀얼쿼드 코일
· 소비전력: 3.4kW
· 5가지 커스텀 Fit 라이팅
· 12개 쿠킹존 3,400W
· IoT(33가지 레시피 마스터 셰프)
· 다이아몬드 커팅: 4면에 높이 2.5mm의 슬림
메탈 프레임을 적용해 상판과의 밀착성 개선
· 슬림 메탈 프레임: 슬림 메탈 프레임이 글라스의
측면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다양한 부가기능:
IoT, 온도설정, 보온, 잔열표시, 일시낮춤
· 국내 유일 전 화구 다이얼 컨트롤 (탈부착 방식)

섬세한 화력 조절 인덕션과 모델하우스 설치
고화력 가스레인지의 조합
SK매직
가스 하이브리드 쿡탑
GRA–BI322H

안정적으로 무게를 분산하는
5발 그레이트
효율적이고 익숙한
가스레인지

심플하고 세련된
프리미엄 디자인 인덕션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5년 연속
1위

소비자웰빙
환경만족지수
2018·2020
1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2018·19·20
3년 연속 1위

그린스타
2021
1위

· 사이즈: W594×D510×H57mm
· 정격전압: AC 220V, 60HZ
· 가스 1구 + 인덕션 2구
· 내열 및 원적외선 세라믹 GLASS 상판
(독일 SCHOTT사)
· 고효율 인덕션 발열방식(독일 EGO사)
· 인덕션 최대 3.0kW
· 소비전력 자동제어 기술 적용(3.3kW)
· 터치 & 기계식 KNOB
· 다양한 부가기능:
터보 / 보온 / 타이머 / 키즈락 / 안심센서 /
잔열표시 / 과열자동소화 / 대기전력 1W 이내
이노스타
2021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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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샘 안전 방범방충망

우리 가정에
안심을
더하세요

+
0.4
안전방충망
추락방지

추락방지

22

도둑침입 방지

벌레침입 방지

0.6
방범방충망

외부침입방지

튼튼한 내구성

안전방충망,
방범방충망

안전방충망 시공시 스펙

방범방충망 시공시 스펙

강
도
프레임
스텐레스
망(Mesh)

강
도
프레임
스텐레스
망(Mesh)

수직하중 약 700kg 이상 버팀
알미늄 두께 1.2T
0.4mm 두께 망사
16mesh

수직하중 약 1000kg 이상 버팀
알미늄 두께 1.2T
0.6mm 두께 망사
14mesh

최신형 이중잠금 시스템
틈새막이 시공 & 강한 내구성
자동잠금+번호잠금

심플한 디자인

기능성 방충망에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이중잠금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신형 이중잠금 시스템!
(자동잠금+번호잠금)

틈새막이 시공 서비스

강한 내구성 보유

해충차단을 위한 틈새막이 시공 서비스와
강화 알미늄 프레임으로 강한 내구성을 보유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한샘 안전 방범방충망 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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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열필름

미국 단열필름 브랜드

RAYNO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외선/열차단 기능 + 안전 방범기능 PLATINUM 안전 방범 기능 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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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에너지 비용 절감

태양열/자외선/적외선 차단

〮 여름철 실내 온도 최대 6℃ 이상 저하
〮 겨울철 실내 난방 에너지 외부 손실 차단 효과
〮 연간 평균 28.4%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

〮 뜨거운 태양열과 자외선을 차단 피부 및 시력 보호
〮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탈변색 방지
〮 고가의 미술품, 귀중품 등의 탈변색 방지 및 보호

유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피해 최소화

선명한 시인성

〮 태풍, 지진, 폭발 등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유리 파손
및 비산 방지
〮 부착 시 일반 유리창 보다 최대 약 20배 이상 강한
강도 제공
〮 유리창을 통한 도난이나 침입 방지 및 지연
〮 유리 파손 시 발생하는 파편 등 비산을 방지하여
2차 피해 예방

〮 부착 시 깨끗하고 선명한 시야 및 조망권 제공
〮 눈부심 차단 효과

All-in-One 프리미엄 필름
적외선 차단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

안전 및 방범기능

〮 적용대상 : 고
 급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전원주택, 고급빌라 등
다양한 주거공간, 하이엔드 콘도 및 고급 차량등
25

13 사계절오토팬

우리집 욕실에 상쾌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사계절 오토팬

사계절 오토팬이란?

욕실의 오염물질이나
습기를 제거할땐

배기팬

샤워 후 머리카락이나
몸을 말릴 땐

바디드라이어

욕실 및 실내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써 오염된 실내

공기 청정

냄새 역류 완벽차단 및
소음전달 방지효과

냄새&
소음방지

팬 OFF시

오염 방지

품질보증기간 2년 / 하자보수기간 2년 / A/S 문의 : 02-2272-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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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과 공기흐름도

바디드라이(Body dry)모드

욕실 배기(Bathroom Exhaust) 모드

· 샤워 후 온(냉)풍에 의한 신속한 물기 제거

· 역류방지에 의한 상하층 취기확산 방지

· 욕실 난방 대체와 panel heating 하자 방지

· 신속한 습기제거를 위한 제습모드(강)

· 겨울철 욕실 사용시 온도차에 의한 불쾌감 방지

· 신속한 습기제거로 곰팡이에 의한 유해세균 방지

· 도기 및 금구류 등의 습기로 인한 변색 방지

· BLDC모터 적용에 의한 에너지절감

· 3단계 풍향 조절 가능

주요제원

항목

사양(추후 변경될 수 있음)

풍량(㎥/hr)

바디드라이 : 160(강) / 80(중) / 60(약) 3단조절 욕실배기 : 65

소비전력(w)

*바디드라이(히터 미가동) : 6(약) / 8(중) / 27(강)
*바디드라이(히터 가동) : 970(약) / 980(중) / 1,250(강)
*욕실배기 : 6(0pa) / 19(250pa)

소음(dB)

50(강) / 38(중) / 36(약)

규격(mm)

383(W) x 308(D) x 185(H)

중량(kg)

3.8

모터형식

BLDC

안전장치

바이메탈, 전류퓨즈, 4시간 가동 후 자동정지
히터 : 1시간 사용 후 자동 OFF

필터
타공사이즈
리모콘

항균프리필터
330 x 270 mm
(전원 공급시) 리모콘 작동
*바디드라이 풍량조절(강/중/약)
*히터 ON/OFF (1시간 타이머)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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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티엄 이천부발

이안 퍼스티엄 이천부발 견본주택

오프라인[현장판매] 2022년 05월13일(금) ~ 05월 16일(월) 오전10시~오후06시
주

소

이안 퍼스티엄 이천부발 견본주택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210-3)

유상옵션문의 ☎1566-4837

본사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 601호
서울사무소 :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 TOWER
www.dwconstructi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