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형 동 호수 성명 연락처

1. 시스템에어컨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400,000 3,600,000 4,000,000

640,000 5,760,000 6,400,000

2. 가구/전기특화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265,000 2,385,000 2,650,000

125,000 1,125,000 1,250,000

선택1 165,000 1,485,000 1,650,000

선택2 255,000 2,295,000 2,550,000

155,000 1,395,000 1,550,000

3. 가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20,000 1,080,000 1,200,000

105,000 945,000 1,050,000

선택1 560,000 5,040,000 5,600,000

선택2 510,000 4,590,000 5,100,000

선택1 625,000 5,625,000 6,250,000

선택2 690,000 6,210,000 6,900,000

선택1 170,000 1,530,000 1,700,000

선택2 165,000 1,485,000 1,650,000

선택1 145,000 1,305,000 1,450,000

선택2 330,000 2,970,000 3,300,000

■ 납부방법 안내

담당자

[단위:원,VAT포함]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삼성_천정형시스템에어컨
(AJ020MB1PBC1)
(AJ060MB1PBC1)

선택1 거실+침실1(안방) / (2개소)

선택2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4개소)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현관 현관중문 3연동 + 신발장 하부조명

거실및주방 바닥타일 포슬린 타일(중국산)

주방
(주방가구벽체)

고급형

프리미엄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키친핏
오브제/톨장

(김냉,변온,냉장)

59A_엘지_STS

59A_엘지_GLASS

키친핏
비스포크/톨장

(김냉,변온,냉장)

거실및침실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거실, 침실 감성조명

BNK 부산은행

지정은행 비고

실외기실
청정환기시스템

공기청정환기유닛

200CMH (공기살균)

200CMH (공기살균)+(각실제어)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59A_삼성_Cotta Metal

59A_삼성_Satin/Glam Glass

키친빌트인 가전2
(빌트인김치냉장고/톨장)

BI김치냉장고/톨장

더샵 남양산센텀포레 유상옵션 신청서 [59A타입]

[단위:원,VAT포함]

구분

계좌번호

113-2015-7073-00

예금주

석산지역주택조합 예) 101동 301호 매수인 홍길동의 경우 ☞ 101301홍길동

※ 입주지정일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일을 말한다.
※ 선택한 유상옵션 공급대금은 위에 지정된 은행의 지정계좌로만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그 외 방법으로의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총 공급금액

-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지정일(90%)

금액(원/VAT포함) - -

■ 기본정보

59A_엘지_K221PR14BL1/R1

59A_삼성_RQ22K5L(R)01EC

인덕션

LG 인덕션 3구 / BEI3GTBI

삼성 인덕션 3구 / NZ63R6707MR

키친빌트인 가전1
(빌트인냉장고/톨장)



주택형 동 호수 성명 연락처

1. 시스템에어컨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400,000 3,600,000 4,000,000

640,000 5,760,000 6,400,000

2. 가구/전기특화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265,000 2,385,000 2,650,000

120,000 1,080,000 1,200,000

선택1 155,000 1,395,000 1,550,000

선택2 235,000 2,115,000 2,350,000

385,000 3,465,000 3,850,000

165,000 1,485,000 1,650,000

3. 가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20,000 1,080,000 1,200,000

105,000 945,000 1,050,000

선택1 570,000 5,130,000 5,700,000

선택2 520,000 4,680,000 5,200,000

선택1 635,000 5,715,000 6,350,000

선택2 700,000 6,300,000 7,000,000

선택1 185,000 1,665,000 1,850,000

선택2 180,000 1,620,000 1,800,000

선택1 145,000 1,305,000 1,450,000

선택2 330,000 2,970,000 3,300,000

■ 납부방법 안내

담당자

더샵 남양산센텀포레 유상옵션 신청서 [59B타입]

■ 기본정보

[단위:원,VAT포함]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삼성_천정형시스템에어컨
(AJ020MB1PBC1)
(AJ060MB1PBC1)

선택1 거실+침실1(안방) / (2개소)

선택2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 (4개소)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현관 현관중문 3연동 + 신발장 하부조명

거실및주방 바닥타일 포슬린 타일(중국산)

주방
(주방가구벽체)

고급형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엔지니어드스톤

거실및침실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거실, 침실 감성조명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인덕션

LG 인덕션 3구 / BEI3GTBI

삼성 인덕션 3구 / NZ63R6707MR

59B_삼성_Cotta Metal

59B_삼성_Satin/Glam Glass

키친빌트인 가전2
(빌트인김치냉장고/톨장)

BI김치냉장고/톨장

59B_엘지_K221PR14BL1/R1

59B_삼성_RQ22K5L(R)01EC

키친빌트인 가전1
(빌트인냉장고/톨장)

키친핏
오브제/톨장

(김냉,변온,냉장)

59B_엘지_STS

59B_엘지_GLASS

키친핏
비스포크/톨장

(김냉,변온,냉장)

※ 입주지정일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일을 말한다.
※ 선택한 유상옵션 공급대금은 위에 지정된 은행의 지정계좌로만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그 외 방법으로의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금액(원/VAT포함) - - -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거실 거실 슬라이딩도어 유리슬라이딩도어

BNK 부산은행 113-2015-7073-00 석산지역주택조합 예) 101동 301호 매수인 홍길동의 경우 ☞ 101301홍길동

실외기실
청정환기시스템

공기청정환기유닛

200CMH (공기살균)

200CMH (공기살균)+(각실제어)

구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지정일(90%) 총 공급금액



주택형 동 호수 성명 연락처

1. 시스템에어컨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20,000 4,680,000 5,200,000

780,000 7,020,000 7,800,000

2. 가구/전기특화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270,000 2,430,000 2,700,000

390,000 3,510,000 3,900,000

230,000 2,070,000 2,300,000

155,000 1,395,000 1,550,000

선택1 175,000 1,575,000 1,750,000

선택2 265,000 2,385,000 2,650,000

175,000 1,575,000 1,750,000

3. 가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20,000 1,080,000 1,200,000

105,000 945,000 1,050,000

선택1 560,000 5,040,000 5,600,000

선택2 510,000 4,590,000 5,100,000

선택1 625,000 5,625,000 6,250,000

선택2 690,000 6,210,000 6,900,000

선택1 175,000 1,575,000 1,750,000

선택2 165,000 1,485,000 1,650,000

선택1 145,000 1,305,000 1,450,000

선택2 330,000 2,970,000 3,300,000

■ 납부방법 안내

담당자

더샵 남양산센텀포레 유상옵션 신청서 [74A타입]

■ 기본정보

[단위:원,VAT포함]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삼성_천정형시스템에어컨
(AJ023MB1PBC1)
(AJ060MB1PBC1)

선택1 거실+주방+침실1(안방) / (3개소)

선택2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 (5개소)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현관 현관중문 3연동 + 신발장 하부조명

거실및침실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거실, 침실 감성조명

거실및주방 바닥타일 포슬린 타일(중국산)

주방
(주방가구벽체)

고급형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엔지니어드스톤

인덕션

LG 인덕션 3구 / BEI3GTBI

삼성 인덕션 3구 / NZ63R6707MR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키친빌트인 가전1
(빌트인냉장고/톨장)

키친핏
오브제/톨장

(김냉,변온,냉장)

74A_엘지_STS

74A_엘지_GLASS

키친핏
비스포크/톨장

(김냉,변온,냉장)

74A_삼성_Cotta Metal

74A_삼성_Satin/Glam Glass

금액(원/VAT포함) - - -

키친빌트인 가전2
(빌트인김치냉장고/톨장)

BI김치냉장고/톨장

74A_엘지_K221PR14BL1/R1

74A_삼성_RQ22K5L(R)01EC

실외기실
청정환기시스템

공기청정환기유닛

200CMH (공기살균)

200CMH (공기살균)+(각실제어)

구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지정일(90%) 총 공급금액

※ 입주지정일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일을 말한다.
※ 선택한 유상옵션 공급대금은 위에 지정된 은행의 지정계좌로만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그 외 방법으로의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대형현관창고+홈바형가전소물장+우물천정+간접조명

(상판 고급기준_프리미엄전단계)
현관창고및주방 본다이닝

침실1 침실1 붙박이장 침실1 붙박이장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BNK 부산은행 113-2015-7073-00 석산지역주택조합 예) 101동 301호 매수인 홍길동의 경우 ☞ 101301홍길동



주택형 동 호수 성명 연락처

1. 시스템에어컨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20,000 4,680,000 5,200,000

780,000 7,020,000 7,800,000

2. 가구/전기특화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270,000 2,430,000 2,700,000

230,000 2,070,000 2,300,000

155,000 1,395,000 1,550,000

선택1 150,000 1,350,000 1,500,000

선택2 230,000 2,070,000 2,300,000

440,000 3,960,000 4,400,000

205,000 1,845,000 2,050,000

3. 가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20,000 1,080,000 1,200,000

105,000 945,000 1,050,000

선택1 560,000 5,040,000 5,600,000

선택2 510,000 4,590,000 5,100,000

선택1 625,000 5,625,000 6,250,000

선택2 690,000 6,210,000 6,900,000

선택1 175,000 1,575,000 1,750,000

선택2 170,000 1,530,000 1,700,000

선택1 145,000 1,305,000 1,450,000

선택2 330,000 2,970,000 3,300,000

■ 납부방법 안내

담당자

더샵 남양산센텀포레 유상옵션 신청서 [74B타입]

■ 기본정보

[단위:원,VAT포함]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삼성_천정형시스템에어컨
(AJ023MB1PBC1)
(AJ060MB1PBC1)

선택1 거실+주방+침실1(안방) / (3개소)

선택2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 (5개소)

판매가 선택

현관 현관중문 3연동 + 신발장 하부조명

침실1 침실1 붙박이장 침실1 붙박이장

구분 세부사항

거실및주방 바닥타일 포슬린 타일(중국산)

주방
(주방가구벽체)

고급형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엔지니어드스톤

거실및침실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거실, 침실 감성조명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인덕션

LG 인덕션 3구 / BEI3GTBI

삼성 인덕션 3구 / NZ63R6707MR

74B_삼성_Cotta Metal

74B_삼성_Satin/Glam Glass

키친빌트인 가전2
(빌트인김치냉장고/톨장)

BI김치냉장고/톨장

74B_엘지_K221PR14BL1/R1

74B_삼성_RQ22K5L(R)01EC

키친빌트인 가전1
(빌트인냉장고/톨장)

키친핏
오브제/톨장

(김냉,변온,냉장)

74B_엘지_STS

74B_엘지_GLASS

키친핏
비스포크/톨장

(김냉,변온,냉장)

※ 입주지정일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일을 말한다.
※ 선택한 유상옵션 공급대금은 위에 지정된 은행의 지정계좌로만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그 외 방법으로의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금액(원/VAT포함) - - -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유리슬라이딩도어거실 거실 슬라이딩도어

BNK 부산은행 113-2015-7073-00 석산지역주택조합 예) 101동 301호 매수인 홍길동의 경우 ☞ 101301홍길동

실외기실
청정환기시스템

공기청정환기유닛

200CMH (공기살균)

200CMH (공기살균)+(각실제어)

구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지정일(90%) 총 공급금액



주택형 동 호수 성명 연락처

1. 시스템에어컨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40,000 4,860,000 5,400,000

830,000 7,470,000 8,300,000

2. 가구/전기특화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270,000 2,430,000 2,700,000

425,000 3,825,000 4,250,000

250,000 2,250,000 2,500,000

190,000 1,710,000 1,900,000

선택1 180,000 1,620,000 1,800,000

선택2 275,000 2,475,000 2,750,000

185,000 1,665,000 1,850,000

3. 가전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120,000 1,080,000 1,200,000

105,000 945,000 1,050,000

선택1 570,000 5,130,000 5,700,000

선택2 520,000 4,680,000 5,200,000

선택1 635,000 5,715,000 6,350,000

선택2 700,000 6,300,000 7,000,000

선택1 170,000 1,530,000 1,700,000

선택2 165,000 1,485,000 1,650,000

선택1 140,000 1,260,000 1,400,000

선택2 120,000 1,080,000 1,200,000

선택1 145,000 1,305,000 1,450,000

선택2 330,000 2,970,000 3,300,000

■ 납부방법 안내

담당자

더샵 남양산센텀포레 유상옵션 신청서 [84타입]

■ 기본정보

[단위:원,VAT포함]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삼성_천정형시스템에어컨
(AJ023MB1PBC1)
(AJ060MB1PBC1)

선택1 거실+주방+침실1(안방) / (3개소)

선택2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 (5개소)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현관 현관중문 3연동 + 신발장 하부조명

현관창고및주방 본다이닝
대형현관창고+홈바형가전소물장+우물천정+간접조명

(상판 고급기준_프리미엄전단계)

침실1 침실1 붙박이장 침실1 붙박이장

거실및주방 바닥타일 포슬린 타일(중국산)

주방
(주방가구벽체)

고급형 엔지니어드스톤

프리미엄 엔지니어드스톤

거실및침실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거실 우물천정내 간접조명+거실, 침실 감성조명

[단위:원,VAT포함]

구분 세부사항 판매가 선택

인덕션

LG 인덕션 3구 / BEI3GTBI

삼성 인덕션 3구 / NZ63R6707MR

구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지정일(90%) 총 공급금액

84_삼성_Cotta Metal

84_삼성_Satin/Glam Glass

키친빌트인 가전2
(빌트인김치냉장고/톨장)

BI김치냉장고/톨장

84_엘지_K221PR14BL1/R1

84_삼성_RQ22K5L(R)01EC

키친빌트인 가전1
(빌트인냉장고/톨장)

키친핏
오브제/톨장

(김냉,변온,냉장)

84_엘지_STS

84_엘지_GLASS

키친핏
비스포크/톨장

(김냉,변온,냉장)

실외기실
청정환기시스템

공기청정환기유닛

200CMH (공기살균)

200CMH (공기살균)+(각실제어)

금액(원/VAT포함) - - -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BNK 부산은행 113-2015-7073-00 석산지역주택조합 예) 101동 301호 매수인 홍길동의 경우 ☞ 101301홍길동

※ 입주지정일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일을 말한다.
※ 선택한 유상옵션 공급대금은 위에 지정된 은행의 지정계좌로만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그 외 방법으로의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식기세척기

LG

삼성

DUB22SB

DW60T7075F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