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무상옵션 변경 및 유상옵션 추가 신청안내
(일반분양) 

   계약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신흥역하늘채 랜더스원 계약자님들의 요청에 따라, 무상옵션품목의 변경 및 유상옵션품목의 추가 

계약(시스템창호 포함)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정안내(무상옵션품목 변경 / 유상옵션품목 추가계약)

  ① 계약 기간 : 2020년 10월 20일(화) ~ 10월 24일(토) / 오전 10시 ~ 오후 16시 30분     

     ※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의 사유로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미예약 방문자 계약불가),   

        본인 또는 대리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 미착용자 및 발열체크 등 거부자는 입장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시간대별 방문인원이 제한되어 주말 등 선호시간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간에 맞춰 입장이 가능하오니, 예약시간 5분전 입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가 협소하여 주말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평일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전 예약 방법

     - 사전예약 기간 : 2020년 10월 13일(화) ~ 10월 16일(금)

       ※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예약 가능 

       ※ 사전 예약기간 이후로는 예약이 불가하오니 기간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 방법 : 네이버예약 또는 전화예약

            네이버예약 : 휴대폰 카메라 QR코드 인식 후 예약진행

            전화예약 : ☎031-8022-7604, 031-747-0333, 10시~17시

                       ※ 점심시간(12-13시), 주말 통화(예약) 불가

   ③ 계약 장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15, 모란시티 707호 영영세미나

                 (모란역 5번출구 200미터 직진)

    

2. 무상옵션품목 변경 및 유상옵션품목 추가계약 안내

  ① 무상옵션 변경 가능 품목

     최초 옵션계약시 품목과 동일(세부내역은 동봉한 옵션품목 안내문 참조) 



② 유상 옵션품목

     - 신규 옵션품목(시스템 창호) 가격                                    [단위 : 원, VAT포함]

     - 기존 옵션품목 추가계약

       최초 옵션계약시 품목과 동일(세부내역은 동봉한 옵션품목 안내문 참조)   

        ※ 기계약한 유상 옵션품목의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기계약한 경우 추가설치계약만 가능하며 축소설치는 불가합니다.

           ex. (기존)시스템에어컨 2개소 → (추가)시스템에어컨 4개소 : 가능○

               (기존)시스템에어컨 4개소 → (축소)시스템에어컨 2개소 : 불가능X

          

3. 유상옵션품목 추가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부

   - 납부계좌 

     

구 분 계약금(10%)+중도금(10%) 납부계좌

내용 추가 옵션품목의 20% 우리은행 1005-003-718712, 코오롱글로벌(주)

     ※ 당사는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101동 102호 홍길동 → 101-102홍길동)

     ※ 시스템에어컨 기계약자가 시스템에어컨 추가설치(2대→4대)를 원하는 경우 추가설치에     

        따른 차액의 20%(계약금 10%+중도금 10%)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4. 구비사항

   ① 아파트공급계약서, 옵션품목공급계약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상기 서류 外 계약자 인감증명서 추가1통(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행사장 비치)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서류 준비

     ※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본인발급용

   ② 총 금액의 20%(계약금+중도금)입금확인증 (사진이나 캡쳐본 가능)

5. 유의사항

     - 금번 무상옵션품목 변경 및 유상옵션품목 추가계약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6. 문의 : 신흥역하늘채 랜더스원 분양사무소 (☎031-747-0333)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직인 생략)

옵션품목 51A-1
59A-1~3,

59A1
59B-1~2

74A-1

74A1

74B-1

74B1
84A-1~2 비고

시스템창호 2,210,000원 3,240,000원 3,180,000원 3,250,000원 3,180,000원 3,310,000원



시스템 창호 유상옵션 행사 안내

그 시작은 창호로부터

최고급 발코니 이중창

L/S 260
시스템 창호

KCC
Lift Sliding 260 System Windows

KCC SYSTEM WINDOWS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02)3480-5000 AS접수 고객상담실 080-022-8200
www.kccworld.co.kr.

제품의 사양 및 공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책자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 기술진과 사전에 상담바랍니다.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의 KCC 창호

미서기 창호와 시스템창호의 장점만을 결합한 Hybrid 창호

외부로부터 소음과 미세먼지 유입을 완벽히 차단한 고기밀 창호

환기를 위한 미서기 창의 장점인 넓은 개폐면적을 확보하고

시스템창(Lift Sliding)의 우수한 기밀성능(0.38㎥/㎡"hr)까지 확보

국내 유일의 3TOP System

창호에서 유리, 실란트까지 KCC창호만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창호제작시스템

KCC창호를 선택하는 이유

Lift 
Sliding

Lift & Sliding System이란?

완벽한 기밀을 보장 합니다.

Lift기능의 특수 하드웨어 작동방식에 의해 개폐 시 창짝이
레일 위로 들어올려져서 열리게 되어 고하중의 대형 창짝도
손쉽게 여닫을 수 있으며 다중 잠금 방식으로 방범성능 및 
기밀성능이 뛰어납니다. 기밀 성적서 수밀 성적서 차음 성적서

L/S 260 시스템 창호는 
한차원 높은 디자인과 편의성을 갖추어 

격조 높은 공간에 어울리는 최고급 발코니 이중창입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특장점

외부소음을 최소화한 

우수한 차음성능.

창틀 레일에 단차를 적용하여 

뛰어난 수밀성능.

일체형 마감Cap 적용으로 

뛰어난 기밀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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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알루미늄 레일 상부 알루미늄 레일

기밀성능 0.38 ㎥/㎡"hr  우리 집을 완전히 바람 샐 틈 없이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차음성능 Rw 44dB 향상된 기밀성능만큼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외부는 슬라이딩 창호로 배수, 내부는 시스템 창호로 차단, 완벽한 수밀성능을 보장합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TYPE별 적용 위치 예시입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우리집에 딱 맞는 창호입니다.

59A-1~3 TYPE 59A1 TYPE

59B-1~2 TYPE

51A-1 TYPE 74A-1 TYPE

74B1 TYPE

74A1 TYPE

84A-1~2 TYPE

74B-1 TYPE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창호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창호로 시공됩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선택의 이유가 확실합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꼼꼼히 따져보면 역시 KCC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환경에서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닫아도 미세 먼지는 계속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름철 날벌레는 또 어디로 들어오는지…

번화한 도심에서의 실내공간으로 유입되는 소음 문제는 여러분의 생활의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여 편안한 숙면도 취하시고 아이들의 학업 집중도도 올려 주세요.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 아마 앞으로도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강풍경보가 내려도 수밀성능 50등급을 충족하는 L/S 260 시스템 창호는 

철통같이 여러분의 집을 비 피해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L/S (Lift Sliding) 260 시스템 창호는 내부창

문을 닫았을 때, 일반 미서기창과는 달리 창짝 

아래의 고무재질의 가스켓이 압착되고 측부의 

하드웨어를 통해 완벽히 밀착되어 기밀성능을 

극대화한 시스템 창호입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

    주거지역 : 주간 68㏈ 이하, 야간 58㏈ 이하

    상업지역 : 주간 73㏈ 이하, 야간 63㏈ 이하

(창짝의 원할한 구동과 내구성 극대화)   (가스켓 마감으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  

① L/S 260 시스템 창호는 구조상 외창이 슬라이딩 창호로창틀 레일구조에 

    단차가 있어 많은 집중 호우 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② 그래서 수밀성능 50 등급을 만족합니다. 

    (50등급은 750pa, 풍속 35m/s에도 실내로 빗물이 칩입하지 않는 상태)

※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이상이 예상될 때

※ 하부 레일에 2 Tone 칼라를 
    적용하여 품격있는 미관을 
    완성하였습니다. 

래핑면

고기밀

차 음

고수밀
   

창호는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창호는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호는 인테리어자재가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로 일단 튼튼해야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의 통일감, 확장성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일반 합성수지 창은 PVC 레일, L/S 260 시스템 창호는 내구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레일을 적용하여 창짝 구동성과 미려한 디자인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일반 미서기 이중창은 내측부의 백색 합성수지 창틀이 실내로 노출되어 
이질감을 주지만 L/S 260 시스템 창호는 내창 측부에도 래핑면을 
적용하여 중후한 외관을 더했습니다. (보조 Cover Profile 적용)

Round형 창짝 완충구와 레일덮개까지 
일체형으로 적용하여 마감품질을 고급화 하였습니다.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창호는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창호는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조와 창호 간 밀실한 시공이 되어야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창호 교체공사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공사를 위해 집을 비우거나 공사 시 

먼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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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알루미늄 레일 상부 알루미늄 레일

기밀성능 0.38 ㎥/㎡"hr  우리 집을 완전히 바람 샐 틈 없이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차음성능 Rw 44dB 향상된 기밀성능만큼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외부는 슬라이딩 창호로 배수, 내부는 시스템 창호로 차단, 완벽한 수밀성능을 보장합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TYPE별 적용 위치 예시입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우리집에 딱 맞는 창호입니다.

59A-1~3 TYPE 59A1 TYPE

59B-1~2 TYPE

51A-1 TYPE 74A-1 TYPE

74B1 TYPE

74A1 TYPE

84A-1~2 TYPE

74B-1 TYPE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창호 유상옵션 미선택 시 기본 창호로 시공됩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선택의 이유가 확실합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꼼꼼히 따져보면 역시 KCC입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환경에서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닫아도 미세 먼지는 계속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름철 날벌레는 또 어디로 들어오는지…

번화한 도심에서의 실내공간으로 유입되는 소음 문제는 여러분의 생활의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여 편안한 숙면도 취하시고 아이들의 학업 집중도도 올려 주세요.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 아마 앞으로도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강풍경보가 내려도 수밀성능 50등급을 충족하는 L/S 260 시스템 창호는 

철통같이 여러분의 집을 비 피해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L/S (Lift Sliding) 260 시스템 창호는 내부창

문을 닫았을 때, 일반 미서기창과는 달리 창짝 

아래의 고무재질의 가스켓이 압착되고 측부의 

하드웨어를 통해 완벽히 밀착되어 기밀성능을 

극대화한 시스템 창호입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

    주거지역 : 주간 68㏈ 이하, 야간 58㏈ 이하

    상업지역 : 주간 73㏈ 이하, 야간 63㏈ 이하

(창짝의 원할한 구동과 내구성 극대화)   (가스켓 마감으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  

① L/S 260 시스템 창호는 구조상 외창이 슬라이딩 창호로창틀 레일구조에 

    단차가 있어 많은 집중 호우 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② 그래서 수밀성능 50 등급을 만족합니다. 

    (50등급은 750pa, 풍속 35m/s에도 실내로 빗물이 칩입하지 않는 상태)

※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이상이 예상될 때

※ 하부 레일에 2 Tone 칼라를 
    적용하여 품격있는 미관을 
    완성하였습니다. 

래핑면

고기밀

차 음

고수밀
   

창호는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창호는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호는 인테리어자재가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로 일단 튼튼해야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의 통일감, 확장성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일반 합성수지 창은 PVC 레일, L/S 260 시스템 창호는 내구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레일을 적용하여 창짝 구동성과 미려한 디자인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일반 미서기 이중창은 내측부의 백색 합성수지 창틀이 실내로 노출되어 
이질감을 주지만 L/S 260 시스템 창호는 내창 측부에도 래핑면을 
적용하여 중후한 외관을 더했습니다. (보조 Cover Profile 적용)

Round형 창짝 완충구와 레일덮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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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는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조와 창호 간 밀실한 시공이 되어야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창호 교체공사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공사를 위해 집을 비우거나 공사 시 

먼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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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짝의 원할한 구동과 내구성 극대화)   (가스켓 마감으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  

① L/S 260 시스템 창호는 구조상 외창이 슬라이딩 창호로창틀 레일구조에 

    단차가 있어 많은 집중 호우 시에도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② 그래서 수밀성능 50 등급을 만족합니다. 

    (50등급은 750pa, 풍속 35m/s에도 실내로 빗물이 칩입하지 않는 상태)

※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이상이 예상될 때

※ 하부 레일에 2 Tone 칼라를 
    적용하여 품격있는 미관을 
    완성하였습니다. 

래핑면

고기밀

차 음

고수밀
   

창호는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창호는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호는 인테리어자재가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로 일단 튼튼해야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의 통일감, 확장성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일반 합성수지 창은 PVC 레일, L/S 260 시스템 창호는 내구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레일을 적용하여 창짝 구동성과 미려한 디자인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일반 미서기 이중창은 내측부의 백색 합성수지 창틀이 실내로 노출되어 
이질감을 주지만 L/S 260 시스템 창호는 내창 측부에도 래핑면을 
적용하여 중후한 외관을 더했습니다. (보조 Cover Profile 적용)

Round형 창짝 완충구와 레일덮개까지 
일체형으로 적용하여 마감품질을 고급화 하였습니다.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창호는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창호는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골조와 창호 간 밀실한 시공이 되어야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창호 교체공사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공사를 위해 집을 비우거나 공사 시 

먼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1

2

3

내
부

외
부

하부 상부

59A-1 Type 견본

74B1 Type 견본 84A-1 Type 견본

구분 성능값 시험기준 비고

기밀 0.38㎥/㎡"hr KS F 2292

수밀 50등급 KS F 2293

차음 Rw 44dB S KF ISO 10140-2:2016



시스템 창호 유상옵션 행사 안내

그 시작은 창호로부터

최고급 발코니 이중창

L/S 260
시스템 창호

KCC
Lift Sliding 260 System Windows

KCC SYSTEM WINDOWS

본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02)3480-5000 AS접수 고객상담실 080-022-8200
www.kccworld.co.kr.

제품의 사양 및 공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책자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 기술진과 사전에 상담바랍니다.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의 KCC 창호

미서기 창호와 시스템창호의 장점만을 결합한 Hybrid 창호

외부로부터 소음과 미세먼지 유입을 완벽히 차단한 고기밀 창호

환기를 위한 미서기 창의 장점인 넓은 개폐면적을 확보하고

시스템창(Lift Sliding)의 우수한 기밀성능(0.38㎥/㎡"hr)까지 확보

국내 유일의 3TOP System

창호에서 유리, 실란트까지 KCC창호만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창호제작시스템

KCC창호를 선택하는 이유

Lift 
Sliding

Lift & Sliding System이란?

완벽한 기밀을 보장 합니다.

Lift기능의 특수 하드웨어 작동방식에 의해 개폐 시 창짝이
레일 위로 들어올려져서 열리게 되어 고하중의 대형 창짝도
손쉽게 여닫을 수 있으며 다중 잠금 방식으로 방범성능 및 
기밀성능이 뛰어납니다. 기밀 성적서 수밀 성적서 차음 성적서

L/S 260 시스템 창호는 
한차원 높은 디자인과 편의성을 갖추어 

격조 높은 공간에 어울리는 최고급 발코니 이중창입니다. 

KCC L/S 260 
시스템 창호 특장점

외부소음을 최소화한 

우수한 차음성능.

창틀 레일에 단차를 적용하여 

뛰어난 수밀성능.

일체형 마감Cap 적용으로 

뛰어난 기밀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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