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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택 품목 계약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남포항 태왕아너스”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을 진행하고자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착오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안내

  1. 신청일정 및 장소

     1) 신청일정 : 2022. 08. 12일(금) ~ 2022. 08. 13(토) [2일간] 10시~16시

     2) 신청장소 :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1 (남포항 태왕아너스 견본주택)

  

  2.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3. 입금계좌번호 

■유의사항   
     - 계약 후 변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계약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변경 시 기존계약 그대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 체결 후 주문 제작 되어, 시공공정에 따라 설치 시공 되므로 계약 체결 이후에는

        변경 및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등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시 제시된 선택사항 외에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실 경우 기존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추가 선택 품목 금액은 냉매배관이 가감

        처리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존모델의 단종,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불가능할 경우 동질 . 동급 이상의 모델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분양사무실 : ☎ 054) 273-0700

하나은행 150-910067-002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추가 선택품목의 잔금 납부 약정일은 아파트 분양계약상 안내하는 입주지정일로 하며 잔금 미납 시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중 원하는 품목의 계약금 합계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시 반드시 동 . 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101동 201호 → 1010201 홍길동 )

남포항 태왕아너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안내



59㎡
NAM POHANG TAEWANG HONORS

총 343세대 중 68세대

ㅣ옵션형ㅣ

UNIT PLAN

전용면적: 59.8412㎡ I 기타공용 면적: 35.3591㎡ ㅣ 계약면적: 115.9497㎡

주거공용면적: 20.7494㎡ l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80.5906㎡

101104

102103106

105

추가선택품목[인테리어/가전]

l 기본형 l

1

3 6

5

4 2

유상 옵션 금액

품목

거실 / 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600*600) 1,000,000 100,000 900,000

2,200,000 220,000 1,980,000롯데_아카시아 AC711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50,000 85,000 765,000

880,000 88,000 792,000

3,100,000 310,000 2,790,000

DW60T7065SS

글램그리너리 : NZ63A8708XU

글램화이트 : NZ63A8708XW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코타그리너리(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고급인덕션

비스포크 냉장고
+ 냉동고

730,000 73,000 657,000
그렉스_AS-150(에어샤워) + 
DSC-300(에어브러시)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주택형

59
(68세대)

제품 사양 공금금액
계약금 잔금

(단위 : 원,VAT포함)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1

2

3

4

5

6

선택1

선택1

선택2

선택2



69A㎡
NAM POHANG TAEWANG HONORS

총 343세대 중 34세대

l 기본형 l

UNIT PLAN

전용면적: 69.7632㎡ I 기타공용 면적: 41.2219㎡ ㅣ 계약면적: 134.6466㎡+ 

주거공용면적: 23.6615㎡ l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93.4247㎡

유상 옵션 금액

품목

거실 / 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600*600) 1,200,000 120,000 1,080,000

2,400,000 240,000 2,160,000롯데_아카시아 AC711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50,000 85,000 765,000

880,000 88,000 792,000

4,800,000 480,000 4,320,000

DW60T7065SS

글램그리너리 : NZ63A8708XU

글램그레이 : NZ63A8708XG

코타그리너리(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코타차콜(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식기세척기

1,400,000 140,000 1,260,000클래식 화이트 : DF60T8300WR에어드레셔

비스포크 고급인덕션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730,000 73,000 657,000
그렉스_AS-150(에어샤워) + 
DSC-300(에어브러시)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주택형

69A
(34세대)

제품 상향 공금금액
계약금 잔금

(단위 : 원,VAT포함)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1

2

3

4

5

6

7

선택1

선택2

선택1

선택2

ㅣ옵션형ㅣ

1

3

4

5

7

2

2

6

101104

102103106

105

추가선택품목[인테리어/가전]

※ 김치냉장고는 미러타입에 맞춰서 좌우 힌지 위치가 변경됩니다



유상 옵션 금액

품목

거실 / 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600*600) 1,200,000 120,000 1,080,000

2,400,000 240,000 2,160,000롯데_아카시아 AC711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50,000 85,000 765,000

880,000 88,000 792,000

4,800,000 480,000 4,320,000

DW60T7065SS

글램그리너리 : NZ63A8708XU

글램그레이 : NZ63A8708XG

코타그리너리(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코타차콜(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식기세척기

1,400,000 140,000 1,260,000클래식 화이트 : DF60T8300WR에어드레서

비스포크 고급인덕션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730,000 73,000 657,000
그렉스_AS-150(에어샤워) + 
DSC-300(에어브러시)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주택형

69B
(34세대)

제품 상향 공금금액
계약금 잔금

(단위 : 원,VAT포함)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1

2

3

4

5

6

7

선택1

선택2

선택1

선택2

69B㎡
NAM POHANG TAEWANG HONORS

총 343세대 중 34세대

l 기본형 l

UNIT PLAN

전용면적: 69.7774㎡ I 기타공용 면적: 41.2303㎡ ㅣ 계약면적: 135.4883㎡

주거공용면적: 24.4806㎡ l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94.2580㎡

ㅣ옵션형ㅣ

101104

102103106

105

추가선택품목[인테리어/가전]

1
3

4

5

6

7

2

2

※ 김치냉장고는 미러타입에 맞춰서 좌우 힌지 위치가 변경됩니다



유상 옵션 금액

품목

거실 / 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600*600) 1,200,000 120,000 1,080,000

2,400,000 240,000 2,160,000롯데_아카시아 AC711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00,000 80,000 720,000포세린 타일(600*1200)복도벽체타일

850,000 85,000 765,000

880,000 88,000 792,000

4,800,000 480,000 4,320,000

DW60T7065SS

글램그리너리 : NZ63A8708XU

글램그레이 : NZ63A8708XG

코타그리너리(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코타차콜(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화이트(냉장고) : RR40A7895AP

식기세척기

1,400,000 140,000 1,260,000클래식 화이트 : DF60T8300WR에어드레셔

비스포크 고급인덕션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730,000 73,000 657,000
그렉스_AS-150(에어샤워) + 
DSC-300(에어브러시)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주택형

69C
(105세대)

제품 상향 공금금액
계약금 잔금

(단위 : 원,VAT포함)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1

2

3

4

5

6

7

8

선택1

선택2

선택1

선택2

69C㎡
NAM POHANG TAEWANG HONORS

총 343세대 중 105세대

UNIT PLAN

전용면적: 69.6684㎡ I 기타공용 면적: 41.1658㎡ ㅣ 계약면적: 133.9532㎡

주거공용면적: 23.1190㎡ l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92.7874㎡

l 기본형 l

ㅣ옵션형ㅣ

1

4

7

2

2

8

3

5

6

101104

102103106 

105

추가선택품목[인테리어/가전]

※ 김치냉장고는 미러타입에 맞춰서 좌우 힌지 위치가 변경됩니다



유상 옵션 금액

품목

거실 / 주방 바닥 타일 포세린 타일(600*600) 1,400,000 140,000 1,260,000

3,000,000 300,000 2,700,000롯데_나폴리 베이지 VB278주방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2,400,000 240,000 2,160,000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 + 시스템 선반알파룸 대형 팬트리

850,000 85,000 765,000

880,000 88,000 792,000

4,800,000 480,000 4,320,000

DW60T7065SS

글램그리너리 : NZ63A8708XU

글램그레이 : NZ63A8708XG

코타화이트(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그리너리(냉장고) : RR40A7895AP 

코타화이트(김치냉장고) : RQ34A7845AP +
코타화이트(냉동고) : RZ34A7965AP +
코타차콜(냉장고) : RR40A7895AP

식기세척기

1,400,000 140,000 1,260,000클래식 화이트 : DF60T8300WR에어드레셔

비스포크 고급인덕션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730,000 73,000 657,000
그렉스_AS-150(에어샤워) + 
DSC-300(에어브러시)

현관 공기청정 시스템

주택형

84
(102세대)

제품 상향 공금금액
계약금 잔금

(단위 : 원,VAT포함)

계약시(10%) 입주지정일(90%)

1

2
3

4

5

6

7

8

선택1

선택2

선택1

선택2

84㎡
NAM POHANG TAEWANG HONORS

총 343세대 중 102세대

UNIT PLAN

전용면적: 84.8442㎡ I 기타공용 면적: 50.1330㎡ ㅣ 계약면적: 162.9981㎡

주거공용면적: 28.0209㎡ l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112.8651㎡

l 기본형 l

ㅣ옵션형ㅣ

1

4

2

8 3

5

6

7

101104

102103106

105

추가선택품목[인테리어/가전]

※ 김치냉장고는 미러타입에 맞춰서 좌우 힌지 위치가 변경됩니다.   ※ 미러타입의 경우 냉장고 냉동고 색상이 변경됩니다(안내문 참고)



면적별위치안내
※ 모델명은 2022년 8월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림은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모델명은 제조 업체의 사정으로 제품설치시 동급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9 ㎡ TYPE

거실침실3

침실1

침실2

실외기

거실침실3

침실1

침실2

실외기

69 ㎡ A TYPE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셥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25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침실1 AJ023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3,8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38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42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4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 침실1 AJ023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6,1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61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5,490,000

(공급금액: 원, 부가세포함)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냉방 전용

선택3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25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침실1 AJ023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4,4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44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960,000

선택4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4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 침실1 AJ023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7,2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72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6,480,000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셥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수량 냉방능력

선택 1

선택 2

1개 880 * 638 * 310
(2.5HP)1개

1개

880 * 798 * 310
(4.0HP)

1개

1개

1개

6.0kW

2.3kW

6.0kW

2.3kW

2.0kW

2.0kW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 (W*H*D)

침 실 1

거 실

침 실 1

침 실 2
침 실 3

거 실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수량 냉방능력

선택 1

선택 2

1개 880 * 638 * 310
(2.5HP)1개

1개

880 * 798 * 310
(4.0HP)

1개

1개

1개

6.0kW

2.3kW

6.0kW

2.3kW

2.0kW

2.0kW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 (W*H*D)

침 실 1

거 실

침 실 1

침 실 2
침 실 3

거 실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25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침실1 AJ023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3,8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38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42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4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 침실1 AJ023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6,1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61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5,490,000

(공급금액: 원, 부가세포함)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냉방 전용

선택3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25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침실1 AJ023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4,4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44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960,000

선택4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4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 침실1 AJ023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7,2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72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6,480,000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셥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25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침실1 AJ023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3,8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38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42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4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 침실1 AJ023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6,1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61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5,490,000

(공급금액: 원, 부가세포함)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냉방 전용

선택3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25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침실1 AJ023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4,4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44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960,000

선택4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4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 침실1 AJ023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7,2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72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6,480,000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수량 냉방능력

선택 1

선택 2

1개 880 * 638 * 310
(2.5HP)1개

1개

880 * 798 * 310
(4.0HP)

1개

1개

1개

6.0kW

2.3kW

6.0kW

2.3kW

2.0kW

2.0kW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 (W*H*D)

침 실 1

거 실

침 실 1

침 실 2
침 실 3

거 실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셥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수량 냉방능력

선택 1

선택 2

1개 880 * 638 * 310
(2.5HP)1개

1개

880 * 798 * 310
(4.0HP)

1개

1개

1개

6.0kW

2.3kW

6.0kW

2.3kW

2.0kW

2.0kW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 (W*H*D)

침 실 1

거 실

침 실 1

침 실 2
침 실 3

거 실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25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침실1 AJ023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3,8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38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42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4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 침실1 AJ023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6,1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61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5,490,000

(공급금액: 원, 부가세포함)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냉방 전용

선택3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25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침실1 AJ023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4,4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44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960,000

선택4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4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60MB1PBC1  / 침실1 AJ023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7,2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72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6,480,000

면적별위치안내
※ 모델명은 2022년 8월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림은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모델명은 제조 업체의 사정으로 제품설치시 동급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9㎡ C TYPE

69 ㎡ B TYPE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거실

침실3

침실1

침실2

실외기

거실침실3

침실1

침실2

실외기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3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72MB1PBC1
                 침실1 AJ032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3,9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39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3,51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5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72MB1PBC1  / 침실1 AJ032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6,5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65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5,850,000

(공급금액: 원, 부가세포함)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냉방 전용

선택3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실외기  :  AJ03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72MB1PBC1
                 침실1 AJ032MB1PBC1

설치대수  :  2대       공급금액  :  4,5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45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4,050,000

선택4 (공기청정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  :  AJ050MXHNBC1
실내기 : 거실 AJ072MB1PBC1  / 침실1 AJ032MB1PBC1
                침실2,3 AJ020MB1PBC1

설치대수  :  4대       공급금액  :  7,5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 75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 6,750,0000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셥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시공위치
실내기

수량 냉방능력

선택 1

선택 2

1개 880 * 798 * 310
(3.0HP)1개

1개

940 * 998 * 330
(5.0HP)

1개

1개

1개

7.2kW

3.2kW

7.2kW

3.2kW

2.0kW

2.0kW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 (W*H*D)

침 실 1

거 실

침 실 1

침 실 2
침 실 3

거 실

면적별위치안내
※ 모델명은 2022년 8월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림은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모델명은 제조 업체의 사정으로 제품설치시 동급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 ㎡ TYPE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거실 침실3

침실1

침실2

실외기



삼성 시스템에어컨

저진동, 저소음 구현

오염원을 차단하는 극세사 필터

인버터 기술을 적용하여 부분부하 운전 최적화

뛰어난 절전효과의 초절전 시스템에어컨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여 위생적인 
항균 가공 필터와 열교환기

품질과 만족을 동시에 제공하는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삼성 시스템에어컨의 고품격 냉방 시스템을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여 드립니다.

주거가치 상승

많은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와 차세대 공조솔루션
기술을 통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시스템에어컨의 우수한 성능과 편리성 및 에너지 절약, 공간절약으로
인해 고객의 기대 심리 상승을 주거 가치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매가 향상

고급 주거 공간에 어울리는 품격을 제공하여 주택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플러스 옵션 판매로 인한 기존(스탠드, 벽걸이)에어컨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옵션구매로 인한 주거 가치 상승 기존 에어컨 대비 저렴한 가격

1WAY 극세사 필터 필터 집진 효율비교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무풍 운전시 최대 61% 에너지 절감
절전냉방

32
※ 7.2kW 대형모델 기준 / 자사시험치 /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7% 넓어진 바람문과 최대 8m 롱바람 기능으로
넓은 공간도 빠르고 균일하게 시원합니다.

냉기를 더 멀리 더 빠르게 균일냉방

※ 7.2kW 대형모델 기준 / 자사시험치 /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쾌속냉방으로 실내를 빠르게 냉방 시킨 후, 1만여개의
마이크로 홀이 무풍냉방을 구현하여 찬바람 없이
쾌적한 시원함을 유지합니다.

바람없이 시원한 무풍냉방1
※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

삼성무풍
시스템에어컨
초절전 인버터 실외기로 강력한 성능은 물론 세계 최초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로 더욱 쾌적한 냉방을 제공합니다.
초절전 인버터 실외기로 강력한 성능은 물론 세계 최초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로 더욱 쾌적한 냉방을 제공합니다.



RQ34A7945AP(우)
RQ34A7845AP(좌)

냉장고 1도어 (김치)

RZ34A7865AP(좌) 

냉장고 1도어 (냉동)

RR40A7995AP(우)

냉장고 1도어 (냉장)

핸들을 없애고, 수납 폭을 넓혀
기존 1도어 냉장고보다 29 L 더 커진 용량으로

더 많은 식자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기존모델 RR39A7695AP와 비교한 값입니다.

특장점

*  표준 냉장고장은 깊이 700mm 냉장고장을 말합니다.

* ’19년 국내 최초 키친핏 출시

오리지널 키친핏 오토 오픈 도어

깔끔한 키친테리어를 위해 핸들은 없애고,
편리함을 위해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이 생겼습니다.

센서부를 터치하면 동작음이 작동하며 문이 열립니다.

툭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깊이 700 mm의
표준 냉장고 장에 딱 맞게 설치해

더욱 깔끔한 키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터치센서에 손을 대면 문이 자동으로 약 50 mm 오픈됩니다.

* 도어 열림 후 추가로 열지 않으면 2초 후 자동으로 닫힙니다.

* 도어 자동 닫힘은 소비자 사용에 맞춰 2,3,4초로 세팅 가능합니다.

* 오토 오픈 도어는 2022년형 BESPOKE 1도어 모델에 한하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 오픈 사운드

도어 센서부

핸들을 없애고, 수납 폭을 넓혀
기존 1도어 냉장고보다 29 L 더 커진 용량으로

더 많은 식자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기존모델 RZ32A7665AP와 비교한 값입니다.

특장점

*  표준 냉장고장은 깊이 700mm 냉장고장을 말합니다.

* ’19년 국내 최초 키친핏 출시

오리지널 키친핏 오토 오픈 도어

깔끔한 키친테리어를 위해 핸들은 없애고,
편리함을 위해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이 생겼습니다.

센서부를 터치하면 동작음이 작동하며 문이 열립니다.

툭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깊이 700 mm의
표준 냉장고 장에 딱 맞게 설치해

더욱 깔끔한 키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터치센서에 손을 대면 문이 자동으로 약 50 mm 오픈됩니다.

* 도어 열림 후 추가로 열지 않으면 2초 후 자동으로 닫힙니다.

* 도어 자동 닫힘은 소비자 사용에 맞춰 2,3,4초로 세팅 가능합니다.

* 오토 오픈 도어는 2022년형 BESPOKE 1도어 모델에 한하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 오픈 사운드

도어 센서부

28L 더 커진 용량

핸들을 없애고, 수납 폭을 넓혀
기존 1도어 냉장고보다 28 L 더 커진 용량으로

더 많은 식자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기존모델 RQ32A7645AP와 비교한 값입니다.

* 김치통 수는 모델별로 상이합니다.

특장점

*  표준 냉장고장은 깊이 700mm 냉장고장을 말합니다.

* ’19년 국내 최초 키친핏 출시

오리지널 키친핏 오토 오픈 도어

깔끔한 키친테리어를 위해 핸들은 없애고,
편리함을 위해 오토 오픈 도어 기능이 생겼습니다.

센서부를 터치하면 동작음이 작동하며 문이 열립니다.

툭 튀어나오는 부분 없이 깊이 700 mm의
표준 냉장고 장에 딱 맞게 설치해

더욱 깔끔한 키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터치센서에 손을 대면 문이 자동으로 약 50 mm 오픈됩니다.

* 도어 열림 후 추가로 열지 않으면 2초 후 자동으로 닫힙니다.

* 도어 자동 닫힘은 소비자 사용에 맞춰 2,3,4초로 세팅 가능합니다.

* 오토 오픈 도어는 2022년형 BESPOKE 1도어 모델에 한하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 오픈 사운드

도어 센서부

29L 더 커진 용량

29L 더 커진 용량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해당 모델의 단종(성능개선, 디자인변경, 기술적 사항 변경 등의 사유) 혹은 품절, 품귀 등의 사유 발생 시 동종·동급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DW60T7065SS
∙ 제품크기(W×H×D) : 598 x 815 x 570 ㎜    ∙ 설치공간(W×H×D) : 최소 600 x 820 x 575 ㎜ 이상
∙ 용량 : 12인용    ∙ 에너지소비량 : 0.97 ㎾    ∙ 물소비량 : 14 ℓ
∙ 스마트 컨트롤     ∙  자동열림건조     ∙ 스팀불림     ∙  누수센서     ∙ 취소/배수버튼
∙ 세척 노즐 수 (상단 / 중단 / 하단)                  

삼성빌트인
식기세척기
한국의 식(食)과 멋을 맞추다- 

특장점

※ 당사 DW50T40**** 대상, 표준코스+살균세척, 열탕 소독 코스에 대해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균 99.999% 살균 인증 받았으며, 실사용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 InterteK, 균주를 도포한 시험용기를 세척기에 투입한 후 투입 전후 균수를 측정)

※ 세척 수준 및 세척시간은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스팀 불림 옵션 추가 시 세척시간은 약65분 추가됩니다.

오목한 공기에 눌어붙은 
밥풀이나 고춧가루 양념처럼

까다로운 설거지는 스팀 불림으로!
세척 코스에 옵션을 추가하면 고온 애벌
세척으로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밥풀도 싹!
한국형 맞춤 코스, 옵션

기름진 음식을 담긴 식기도 강력한 물살과
4개의 날개가 넓은 면적을 세척해주고,
하단의 양방향 동시 구동되는 720도
무빙세척 날개가  오염이 심한 식기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줍니다.

빈틈없이 강력한
4단 입체 물살

플라스틱 변형 걱정 없이 
유해세균과 바이러스를

99.999% 살균하는 최적의 온도 75 ℃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99.999% 살균하는
고온 직수 세척



BESPOKE
에어드레서
매일 새옷같이 AI로 맞추다-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해당 모델의 단종(성능개선, 디자인변경, 기술적 사항 변경 등의 사유) 혹은 품절, 품귀 등의 사유 발생 시 동종·동급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DF60R8300WLㅣDF60R8300WR
∙ 제품크기(W×H×D) : 445 X 1,850 X 615 ㎜
∙ 용량 : 상의 3벌+하의 3벌  (상의 5벌 + 하의 2 벌)    ∙ 색상 : 클래식 화이트
∙ 디스플레이 : LED 터치
∙ UV 냄새분해 필터     ∙  청정보관     ∙ 공간제습(도어 오픈시)
∙ 미세먼지필터     ∙ 버튼잠금     ∙  내부라이트

특장점

진동이 발생하는 흔드는 방식이 아닌
진동 걱정 없는 에어 방식이라

붙박이장에 딱 맞게
빌트인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구장에 딱 맞게

빌트인 에어드레서
진동과 소음 걱정 없는

에어워시 방식

흔들리지 않는 최신 에어워시 방식과
안감케어 옷걸이로 겉감은 물론

피부에 닿는 안감까지
깨끗하고 빠르게 청정합니다.

바이러스와 유해세균까지
효과적 살균

스팀으로 옷감속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효과적으로 살균해줍니다.

바이러스와 유해세균까지

스팀으로 효과적 살균



현관청정시스템



롯데레디언스

69C타입 확장형 시공사례

84타입 확장형 시공사례

엔지니어드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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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달로그는 2022년 8월 기준입니다.

태왕아너스 남포항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8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모델명은 제조 업체의 사정으로 제품설치시 동급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9㎡ [TYPE]

69㎡ [A TYPE]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70*650*330
(2.5HP)

950*834*330
(4.0HP)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6.0

2.3

6.0

2.3

2.0

2.0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W*H*D)

실내기

용량 (kw)

1안

(2대)

2안

(4대)침실2 거실침실3

침실1

침실2 거실침실3

침실1 거실

침실1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252S2R
실내기:거실 R-W0600C2SP
               침실1 R-W0230C2S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3,8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38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42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402S2R
실내기:거실 R-W0600C2SP/ 침실1 R-W0230C2SP
              침실2,3 R-W0200C2S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6,1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61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5,490,000

선택3(공기청정)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252S2R
실내기:거실 R-W0600C2CP
               침실1 R-W0230C2C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4,4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44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960,000

선택4(공기청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402S2R
실내기:거실 R-W0600C2CP/ 침실1 R-W0230C2CP
              침실2,3 R-W0200C2C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7,2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72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6,480,000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8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모델명은 제조 업체의 사정으로 제품설치시 동급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70*650*330
(2.5HP)

950*834*330
(4.0HP)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6.0

2.3

6.0

2.3

2.0

2.0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W*H*D)

실내기

용량 (kw)

1안

(2대)

2안

(4대)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252S2R
실내기:거실 R-W0600C2SP
               침실1 R-W0230C2S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3,8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38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42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402S2R
실내기:거실 R-W0600C2SP/ 침실1 R-W0230C2SP
              침실2,3 R-W0200C2S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6,1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61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5,490,000

선택3(공기청정)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252S2R
실내기:거실 R-W0600C2CP
               침실1 R-W0230C2C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4,4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44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960,000

선택4(공기청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402S2R
실내기:거실 R-W0600C2CP/ 침실1 R-W0230C2CP
              침실2,3 R-W0200C2C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7,2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72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6,480,000

69㎡ [C TYPE]

■ 시스템에어컨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70*650*330
(2.5HP)

950*834*330
(4.0HP)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6.0

2.3

6.0

2.3

2.0

2.0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W*H*D)

실내기

용량 (kw)

1안

(2대)

2안

(4대)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252S2R
실내기:거실 R-W0600C2SP
               침실1 R-W0230C2S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3,8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38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42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402S2R
실내기:거실 R-W0600C2SP/ 침실1 R-W0230C2SP
              침실2,3 R-W0200C2S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6,1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61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5,490,000

선택3(공기청정)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252S2R
실내기:거실 R-W0600C2CP
               침실1 R-W0230C2C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4,4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44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960,000

선택4(공기청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402S2R
실내기:거실 R-W0600C2CP/ 침실1 R-W0230C2CP
              침실2,3 R-W0200C2C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7,2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72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6,480,000

69㎡ [B TYPE]

■ 시스템에어컨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870*650*330
(2.5HP)

950*834*330
(4.0HP)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6.0

2.3

6.0

2.3

2.0

2.0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W*H*D)

실내기

용량 (kw)

1안

(2대)

2안

(4대)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252S2R
실내기:거실 R-W0600C2SP
               침실1 R-W0230C2S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3,8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38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42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402S2R
실내기:거실 R-W0600C2SP/ 침실1 R-W0230C2SP
              침실2,3 R-W0200C2S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6,1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61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5,490,000

선택3(공기청정)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252S2R
실내기:거실 R-W0600C2CP
               침실1 R-W0230C2C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4,4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44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960,000

선택4(공기청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402S2R
실내기:거실 R-W0600C2CP/ 침실1 R-W0230C2CP
              침실2,3 R-W0200C2C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7,2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72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6,480,000

침실2 거실침실3

침실1

침실2 침실3

실외기

실외기

실외기



타입별 위치안내 ※ 상기모델명은 2022년 08월 기준입니다.
※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는 위치외 크기는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 모델명은 제조 업체의 사정으로 제품설치시 동급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84㎡ [TYPE]

■ 시스템에어컨

거실

침실1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950*834*330
(3.0HP)

950*834*330
(5.0HP)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 제품으로 냉방방전용입니다.

※ 천정형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기본설치품목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거실/침실1)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7.2

3.2

7.2

3.2

2.0

2.0

실외기본체치수
및 용량(W*H*D)

실내기

용량 (kw)

1안

(2대)

2안

(4대)

선택1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302S2R
실내기:거실 R-W0720C2SP
               침실1 R-W0320C2S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3,9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39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3,51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503S2R
실내기:거실 R-W0720C2SP/ 침실1 R-W0320C2SP
              침실2,3 R-W0200C2S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6,5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65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5,850,000

선택3(공기청정)

거실 + 침실1
실외기:RPUQ0302S2R
실내기:거실 R-W0720C2CP
               침실1 R-W0320C2CP

설치대수 2대 공급금액 4,5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45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4,050,000

선택4(공기청정)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실외기:RPUQ0503S2R
실내기:거실 R-W0720C2CP/ 침실1 R-W0320C2CP
              침실2,3 R-W0200C2CP

설치대수  4대      공급금액   7,500,000

납부금액 및 일정
계약금(계약시) 10% :750,000
잔금(입주지정일) 90% :6,750,000

침실2거실 침실3

침실1

실외기



※ 본카탈로그의 내용은 와관 및 제품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게제된 제품의색상과 제품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는 2022년 8월 기준입니다.  본 카탈로그의 모든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되니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