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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센트럴파크
C E N T R A L  P A R K  I N  C H E O M D A N



첨단의 중심에서 프리미엄을 누리세요!

LOCATION
PREMIUM 자연에서 생활까지 명품으로 누리는곳!

탁월한 입지가 가치로 이어집니다.

입지환경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은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Premium 5

Life Premium

Traffic Premium

Education Premium

Eco Premium

Vision Premium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예정), 첨단종합병원, 첨단메

디컬센터, 메가박스, CGV영화관, 금융사, 정부합동청사, 광

주우편집중국등 다양한 생활인프라 구축

광산IC, 산월IC, 제2순환도로, 빛고을로 진입이 5분 이내에 

가능, 광주도시철도 2호선(예정)등 우수한 교통환경의 요충지

지구 내 인근 첨단초, 정암초, 미산초, 비아중, 월계중, 과학

고, 숭덕고 광주과학기술원등이 밀집된 우수한 교육환경

대상공원, 쌍암공원, 어린이 교통공원, 첨단 생활체육공원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웰빙단지

첨단 산업단지, R&D특구, 나노지구(예정), 첨단 2지구, 첨단 3

지구(예정)등 우수한 미래가치



CENTRAL PARK 
PREMIUM

Central Security 프리미엄

Central Conveient 프리미엄

SMART한 美를 연출하다!
공간은 Enough! 인테리어는 Innovative! 활용가치는 Practical!

센트럴파크의 생활

디지털 도어록
세대 안 도어 카메라폰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방문자들의 입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단지 내 CCTV를 설치해 공용시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입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RF 주차관제 시스템
RF카드에 등록된 입주자 차량을 제외한 외부 차량의 입출입을 통제하여 주차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스위트가든 (Sky Lounge)

초고층 건물로 탁트인 경관과 아름다운 조형물로 장식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휘트니스센터
넓고 쾌적한 환경에 최신식 운동기구를 갖춘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여 입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탁실
각종 의류, 운동화 등을 쾌적한 공간에서 깨끗이 세탁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76-2,7번지     ·대지면적 : 3,600.20㎡      ·건축면적 : 2,494.7979㎡     ·공급규모 : 지하 1층 ~ 지상 15층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은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이미지컷

이미지컷 이미지컷 이미지컷



  BED ROOM (침 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느끼는 아늑함!
  LIVING ROOM (거 실)

더욱 넓어진 공간으로 느껴지는 삶의 여유로움!

  BATH ROOM (욕실) / DRESS ROOM (드레스룸)

꿈에 그렸던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DINING ROOM (주 방)

심플한 라인을 강조하여 모던한 감각을 표현한 스타일!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은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은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LIVING ROOM 
BED ROOM
INTERIOR

소형아파트 소형아파트

DINING ROOM 
DRESS ROOM
INTERIOR



  BED ROOM (침 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늑한 휴식공간!
  LIVING ROOM (거 실)

자연의 향기가 머무는 상쾌한 에코공간!

  BATH ROOM (욕 실)

신선함과 여유가 전해지는 상쾌한 힐링공간!
  DINING ROOM (주 방)

다양한 주방시스템으로 모두가 행복한 다이닝 문화!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은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은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DINING ROOM 
BATH ROOM
INTERIOR

LIVING ROOM 
BED ROOM
INTERIOR



59.2029㎡ 프리미엄 소형아파트
입주자의 마음을 읽는듯한 공간구성으로 살수록 만족이 커집니다!

※ 상기 아이소/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기 명기된 면적의 소숫점 이하 숫자는 인·
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소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를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에 포
함된 창호·프레임의 형태 및 색상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표현된 타입은 단지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아이소/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기 명기된 면적의 소숫점 이하 숫자는 인·
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소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델하우스를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에 포
함된 창호·프레임의 형태 및 색상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표현된 타입은 단지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약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0.1484㎡ 프리미엄 오피스텔
실속과 품격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자인 감각이 있습니다!

공 급 면 적 : 59.2029㎡

전 용 면 적 : 40.9226㎡

주 거 공 용 : 18.2803㎡

계 약 면 적 : 65.7104㎡

59.2029㎡
프리미엄 소형아파트

계 약 면 적 : 70.1484㎡

전 용 면 적 : 39.4698㎡

주 거 공 용 : 21.7442㎡

기 타 공 용 :   8.9044㎡

70.1484㎡
프리미엄 오피스텔

LIVING ROOM
더욱 넓어진 공간으로 느껴지는
삶의 여유로움

LIVING ROOM
생활의 가치가 높아지는 고품격 공간

BED ROOM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늑한
휴식공간

BED ROOM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느끼는 아늑함

DINING ROOM
편리한 주방시스템으로 모두가
행복해 지는 공간

BATH ROOM
신선함과 여유가 전해지는 상쾌한 

힐링공간

DINING ROOM
심플한 라인을 강조하여 모던한
감각을 표현한 스타일

DRESS ROOM
꿈에 그렸던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