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선택 품목 안내
다산신도시 자연& 푸르지오

다산신도시 자연& 푸르지오
문의   1588-4101
총 1,614 세대   주택형 51㎡형(378세대) / 59㎡형(1,236세대)

견본주택ㅣ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3072-3번지 경기도시공사 주택전시관
현        장ㅣ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내 A-4블록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15~29층, 아파트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주체 : 경기도시공사
· 시공업체 : (주)대우건설, 한신공영(주), 대보건설(주), (주)다원디자인

※ �본 안내문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견본주택(폐관전까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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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종합행정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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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 본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내 분양된 단지의 발코니 확장 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51㎡, 59㎡를 비법정 계량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구) 21평형, (구) 24평형에 해당됩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으로 인한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에 따른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콘센트, 통신, 스위치)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확장시 실제 사
용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가구의 사양,  스위치 및 배선기구의 종류, 수량, 위치는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등은 개별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사후 입찰 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내 분양된 단지의 발코니 확장 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51㎡, 59㎡를 비법정 계량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구) 21평형, (구) 24평형에 해당됩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으로 인한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에 따른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콘센트, 통신, 스위치)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확장시 실제 사
용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가구의 사양,  스위치 및 배선기구의 종류, 수량, 위치는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등은 개별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사후 입찰 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장형 확장형

발코니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침실2

침실3

침실1

거실



다용도실

욕실

주방/식당

현관



378세대

51

① 

② 

미설치

슬라이딩 도어

현관 중문(유상옵션)

① 

② 

미설치

슬라이딩 도어

현관 중문(유상옵션)

현관 중문(유상옵션) 현관 중문(유상옵션)

① 

② 

기본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

가전소물장

주방 가구(무상옵션)

주방 가구(무상옵션)

869세대

59 A

① 미설치 ① 미설치

① 기본형(김치냉장고장)

② 슬라이딩 도어 ② 슬라이딩 도어

② 선택형(가전소물장)

OPTION OPTION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발코니

다용도실

욕실1
욕실2

침실2 침실3

침실1

거실

주방/식당
현관

드레스룸

다산신도시 자연& 푸르지오



확장형 확장형

149세대

59 B

① 미설치 ① 미설치② 슬라이딩 도어 ② 슬라이딩 도어

OPTION OPTION

발코니

다용도실

욕실1

욕실2
드레스룸

침실2

침실3

침실1거실

주방/식당

현관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발코니

다용도실

드레스룸

욕실1
욕실2

침실2침실3

침실1

거실

주방/식당

현관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① 기본형(김치냉장고장) ② 선택형(가전소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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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 본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내 분양된 단지의 발코니 확장 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51㎡, 59㎡를 비법정 계량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구) 21평형, (구) 24평형에 해당됩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으로 인한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에 따른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콘센트, 통신, 스위치)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확장시 실제 사
용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가구의 사양,  스위치 및 배선기구의 종류, 수량, 위치는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등은 개별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사후 입찰 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다산신도시 내 분양된 단지의 발코니 확장 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51㎡, 59㎡를 비법정 계량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구) 21평형, (구) 24평형에 해당됩니다. 
※ 본 홍보물의 평면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 가구, 주방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으로 인한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에 따른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콘센트, 통신, 스위치)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확장시 실제 사
용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샤시는 사후 입찰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샤시 사양(하드웨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가구의 사양,  스위치 및 배선기구의 종류, 수량, 위치는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등은 개별난방제어가 불가합니다. ※ 
현관 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사후 입찰 품목으로 향후 협력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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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자연& 푸르지오
추가 선택 품목(옵션) 안내

T H E  N AT U R A L  N O B I L I T Y 다산신도시 자연& 푸르지오

■	가구류	추가	무상계약	품목

품명 TYPE 기본형 선택형

김치냉장고장 / 가전소물장 51, 59C 김치냉장고장 가전소물장

 ·  주택형별로 추가 유상계약 품목이 다르며, 해당 주택형의 공급금액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만 선택 가능합니다.(주택형별 추가 품목 중 선택안이 있는 경우)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합니다.

■	가구류	추가	유상계약	품목

품명 규격
51 59A 59B 59C

판매가 계약금(20%) 판매가 계약금(20%) 판매가 계약금(20%) 판매가 계약금(20%)

현관중문 1FIX, 2SLIDING 1,840,000 368,000 1,840,000 368,000 1,840,000 368,000 1,890,000 378,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가	선택	품목(가구류, 가전류)

■	추가	선택	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은 시공상의 일정 관계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재발주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추가 선택 품목(가구류, 가전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유상계약	품목(가구류,	가전류)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잔금

계약시 입주시

납부금액 공급금액의 20% 공급금액의 80%

■	주방	가전

구분 제조사 모델명
판매가

총액 계약금(2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일반형
LG전자 S711SI24B 5,400,000 1,080,000 

삼성전자 BRS665040SR 5,400,000 1,080,000 

디스펜서형
LG전자 S691SI34BS2 7,300,000 1,460,000 

삼성전자 BRS655140SR 6,900,000 1,380,000 

빌트인 전기오븐

일반형
SK매직 EON-B450M 450,000 90,000 

삼성전자 HSB-N361B 450,000 90,000 

고급형
SK매직 EON-B401SA 650,000 130,000 

삼성전자 NQ50H5533KS 750,000 150,000 

하이브리드 쿡탑

하이라이트2구+가스1구
쿠스한트 KCT-KE60 590,000 118,000 

SK매직 GRA-BH301H 590,000 118,000 

인덕션2구+가스1구
쿠스한트 KCT-ID60 820,000 164,000 

SK매직 GRA-BI300H 820,000 164,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는 냉장고 상부장 및 일반냉장고 수납장이 설치되며, 일부 특정 제품은 해당위치에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미선택 시 가스쿡탑 3구(제조사 : 하츠 / 모델명 : GC-3605SASH)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의 판매 금액은 옵션선택에 따른 주방가구 변경사항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가전제품은 제조사별 제품 간 용량 및 기능 차이로 인해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택형 선택안 실내기 제조사 설치	위치
일반형 공기청정형

판매가 계약금(20%) 판매가 계약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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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2대

LG, 삼성 중 
택 1

거실, 침실1(안방) 2,700,000 540,000 3,300,000 66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안방), 침실2 4,000,000 800,000 4,900,000 980,000

선택3 3대 거실, 침실1(안방), 침실3 4,000,000 800,000 4,900,000 980,000

선택4 4대 거실,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5,300,000 1,060,000 6,500,000 1,300,000

59A
59B
59C

선택1 2대 거실, 침실1(안방) 2,800,000 560,000 3,400,000 68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안방), 침실2 4,100,000 820,000 5,000,000 1,000,000

선택3 3대 거실, 침실1(안방), 침실3 4,100,000 820,000 5,000,000 1,000,000

선택4 4대 거실,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5,400,000 1,080,000 6,600,000 1,32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시스템에어컨 모델명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 2개소(거실, 침실1)는 시공되지 않으며, 옵션금액은 해당 공사비를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안은 일부 실을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스프링클러헤드, 조명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실내기 및 실외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내기당 1개의 무선리모컨이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모델 및 장비용량 등은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옵션은 전 주택형이 선택 가능하며, 상기 주택형별 선택유형 중 1개 선택형만 별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천장형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표기(침실2, 침실3 등)는 카탈로그 기준이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계약모델 공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유상계약 품목의 계약금은 계약 체결 전 지정된 납부계좌(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확장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함.)로 입금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 동·호수별 가상계좌 ㈜대우건설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으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주택형
LG전자 삼성전자

실외기 실내기 실외기 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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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 RPUQ0251S2R RNW0520C2SP(거실), RNW0200C2SP(침실) AJ025MXHNBC1 AJ052MB1PBC1(거실), AJ020MB1PBC2(침실)

선택2 RPUQ0301S2R RNW0520C2SP(거실), RNW0200C2SP(침실) AJ030MXHNBC1 AJ052MB1PBC1(거실), AJ020MB1PBC2(침실)

선택3 RPUQ0301S2R RNW0520C2SP(거실), RNW0200C2SP(침실) AJ030MXHNBC1 AJ052MB1PBC1(거실), AJ020MB1PBC2(침실)

선택4 RPUQ0401S2R RNW0520C2SP(거실), RNW0200C2SP(침실) AJ040MXHNBC1 AJ052MB1PBC1(거실), AJ020MB1PBC2(침실)

59A
59B
59C

선택1 RPUQ0251S2R RNW0520C2SP(거실), RNW0200C2SP(침실) AJ025MXHNBC1 AJ052MB1PBC1(거실), AJ020MB1PBC1(침실)

선택2 RPUQ0301S2R RNW0520C2SP(거실), RNW0200C2SP(침실) AJ030MXHNBC1 AJ052MB1PBC1(거실), AJ020MB1PBC1(침실)

선택3 RPUQ0301S2R RNW0520C2SP(거실), RNW0200C2SP(침실) AJ030MXHNBC1 AJ052MB1PBC1(거실), AJ020MB1PBC1(침실)

선택4 RPUQ0401S2R RNW0520C2SP(거실), RNW0200C2SP(침실) AJ040MXHNBC1 AJ052MB1PBC1(거실), AJ020MB1PBC1(침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