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사전 통보없이 치수, 크기, 사양, 레이아웃, 브랜드 및 자재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zure 2의 고품질 주택은 LM Cielo Homes Limited Partnership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E. & O.E.

하이라이즈 

FEATURES

첫 인상  
• 수상 경력에 빛나는 IBI Group이 설계한 상징적인 디자인의 28층 건물
• 멋진 인공폭포와 울창한 조경으로 덮여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입구
• 고급스러운 난로 옆 좌석 공간이 있는 웅장하고 높은 로비와 
    방문객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컨시어지
• 스카이 트레인, 각종 학교, 쇼핑, 미래의 아이스 링크 및 도시 생활의
   편리를 더해 주는 시설들이 도보 거리 내 위치

각 세대별 특징 
• The Mill Design Group에서 직접 선택한 두 가지 디자이너
   색상 팔레트:
 - Opulence (밝고 생동감 넘치는)
 - Allure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 모든 주거타워의 세대에 설치된 에어컨
• 주방 및 거실 공간에는 엔지니어링 하드우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 현대풍 라미네이트 바닥 포함*
• 자연 채광을 최대화하기 위한 탁트인 유리창 
• 프라이버시 제공을 위한 부드럽고 매끄러운 롤러 블라인드 창문 커버 
• 풀 사이즈, 프런트 로딩, 에너지 효율적인 Whirlpool 세탁기 및 건조기
• 고속 인터넷 및 디지털 케이블 접속을 위한 사전 배선 설치 
• 야외 조명 및 외부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넓은 야외 발코니와 가든  파티오
• 거실, 일부 베드룸 및 작업 공간 / 덴의 편리한 위치에 설치된 케이블 및   
    데이터 콘센트

공들여 만든 주방 
• 대부분 세대의 팬트리와 아일랜드에 설치된 부드럽게 닫히는 
   풀 하이트 캐비닛
• 하단 캐비닛의 현대풍 크롬 하드웨어
• LED 조명 기구 및 캐비닛 아래 라이트를 이용한 화려한 조명
• 현대풍의 자기 타일 오염 방지판이 설치되어 유지 관리가 쉬운
   석영 소재 카운터 탑
• 편리한 충전을 위한 USB 콘센트
• 풀 사이즈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기기로 요리하고 즐기세요:
 - 키친 에이드 (KitchenAid)의 30” Even-Heat convection single  
       wall oven이 장착된 5 구 가스 쿡탑
 - “Counter depth design”, Fisher & Paykel의 하단 냉동고가 있는
       프렌치 도어 스타일 냉장고
 - 현대적인 고성능의 Broan 굴뚝식 후드 팬 
 - 24 인치 Energy Star 인증, KitchenAid의 ProWash 식기 세척기
 - Inverter Technology®가 적용된 Panasonic 전자 레인지
• 프리미엄 Kohler ‘Ludington’ 아래 부착, 세면대 랙이 있는 
   deep double-bowl sink
• 일체형 풀다운 스프레이 노즐의 싱글 레버 Kohler ‘Purist’ 주방 수도꼭지

휴식 & 쉼
• 마스터 베드룸의 넓은 워크 인 또는 워크 스루 대형 옷장
• 모든 침실에 설치된 현대적인 감각의 조명 기구  
• 프리미엄 Kohler 설비를 갖춘 현대 감각의 프레임 없는 유리 및 타일 
   샤워기  

•메인 욕실의 현대풍 타일로 사방이 시공된 대형 전신 욕조
• 모든 욕실에 오버 헤드 LED 스팟 조명이 설치된 크린 엣지 대형 화장대 거울
• 샤워기 또는 욕조 위에 설치된 매립형 LED 스팟 조명
• 언더 마운트 싱크 및 프리미엄 Kohler 기구가 설치된 석영 소재 세면대 상판
• 하단 캐비닛이 현대풍 크롬 하드웨어로 장식된 부드러운 여닫이 캐비닛
• 모든 욕실에 시공된 유로 스타일의 도자기 타일 바닥

마음의 평안
• 메인 로비와 주차장 입구 외부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와 현관 인터폰
• 로비, 전용 편의 시설 및 밝고 안전한 주차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2개의    
   Fob Key 제공
• 모든 세대는 에너지 효율 시스템, Low E, 이중창 및 미닫이 문이 포함
•모든 지상층 액세스 홈의 스위트 내 무선 보안 시스템 
• 모든 세대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 및 연기 감지기
• 각 세대에 제공되는 개인 자전거 크기의 수납 사물함 1개와 주차 공간
•다음에 대한 홈 워런티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
 - 2년 자재 및 공임 워런티
 - 5년 건물 외관 워런티
 - 10년 구조 워런티
• 모든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고객 전담   
   서비스팀 

일상의 필수품 
•타워 로비에 위치한 컨시어지 데스크 
• 벽난로 라운지, 당구대, 인상적인 시설이 완비된 주방과 식사 공간이 
   있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편의 시설
•모든 시설이 완비된 피트니스실과 요가 스튜디오
• 멀리서 오신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 스위트
• 보안시설이 갖춰진 방문자 주차 공간
• 3개의 세차장
• 입주자 지역에 설치된 4 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와 방문자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8 개 설치
• 57 개의 방문자용 자전거 랙
• 주차장에 위치한 자전거 수리 공간
•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중 교통 보조금 프로그램(transit subsidy 
    program)에 대해서는 세일즈 스텝에게 문의 요망* 

업그레이드 옵션*
• 메인 리빙룸과 베드룸의 엔지니어링 하드우드 마루바닥
• 무선 보안 시스템
• 윈도우 스크린

* 자세한 분양 가격 정보는 세일즈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