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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핵심을 누리는

핫 플레이스!

계약자용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금강

세종고속시외
버스터미널

코스트코

견본주택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인쇄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조감도 및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
계량단위(m²)를 사용합니다.

044)867-3040
전용 84~168m² 총 465세대

•시행 및 시공 : 우미건설(주)  •연면적 : 104,515.1578m²

•용도 : 주상복합  •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

세종



방축천 특화상업용지

2생활권

1생활권

음악분수

정부세종청사

성남고 어진중

연양초

방축천

금강

세종의 중심 1-5생활권을 누리는 남다른 자부심!

을 소유하다!

정부세종청사, 방축천 특화상업용지 등이 근접한 세종 인프라의 중심!

BRT노선, 1번·36번국도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

어진중, 성남고, 연양초교가 인접한 안전한 교육환경!

방축천·제천 수변공원 및 음악분수 등이 가까운 쾌적한 자연환경!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남·녀 구분 독서실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세종
■상기 광역CG는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사업지 인근 학교, 도로, 상업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또는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광역CG의 주요시설물은 개략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실제와 상당부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건축물을 임의로  
확대·부각 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대별 조망권은 층별, 향별 상이하오니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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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인근 오피스 등 

단지 앞 
어진중ㆍ성남고교

방축천 수변공원, 
음악분수

방축천 
특화상업용지

01

02

03

04

① 1-5생활권   ② 성남고교   ③ 파크블랑(이미지컷)   ④ 서세종IC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정부세종청사, 1·2생활권, 방축천 특화상업용지 등에 인접해 있습니다. 
BRT, 1·36번 국도 등 편리한 교통망과 바로 앞 어진중·성남고교가 위치한 안심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방축천·제천 수변공원, 음악분수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까이 누리는 1-5생활권 최적의 입지입니다.

교통·교육·행정·자연 등 세종의 모든 가치를 누리는

핫 플레이스 랜드마크!

BRT정류장

■상기 사용된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일러스트,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도로(보행자 도로 포함), 학교 
등 각종 개발계획은 LH 및 사업주체,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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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핵심을 누리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업무시설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직주근접  
아파트이며, 행정, 교육, 상업, 문화가 다 모인 1-5생활권에  
조성되어 생활이 더욱 편리합니다.

세종의 중심 1-5생활권

단지 바로 앞 어진중·성남고교가 위치해 안심 교육환경이 기대
되며, 방축천·제천 수변공원, 음악분수 등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입니다.

쾌적하고 우수한 생활환경

BRT노선 및 1번·36번 국도를 이용해 시내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하며, 당진-영덕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예정) 등을 
통해 전국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설계공모 사업인 방축천 특화상업용지와 인접해 다양한 쇼핑·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상업시설 파크블랑
에서 원스톱 컬쳐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누리는 문화생활



1

1

1

Lynn Center
(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남·녀 구분 독서실, 북카페)

501동

502동

503동

아파트 전용
출입구

상가 전용
출입구

방축천어진중

성남고

방축천

음악분수

01

02

중·대형 평면설계로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까지 고려했습니다. 
최상층, 중간층에 테마가 있는 가든을 조성하여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단지 내 맘스스테이션을 설치해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까지 꼼꼼히 배려한 단지입니다.

중·대형 평면 특화설계와 테마조경을 갖춘

핫 플레이스 쾌적단지!

어진중

성남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중·대형 평면설계!

① 단지배치도   ② 어린이놀이터

■상기 조감도, 단지배치도,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 표기는 사업 진행과
정 중 관할 관청의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CG상의 태양광 집열판은 전 동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변 도로계획(보행자 도로 계획 포함), 단지 경계부 마감 및 펜스설치 등은 개발주체의 향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튼월 및 창호프레임의 
색상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축천

성남고

어진중

Desig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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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핵심을 누리는

다양한 가족구성원과 생활방식을 고려한 전용 84~168㎡ 
중·대형 평면설계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단지 내 
상업시설 파크블랑이 있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 컬쳐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특화설계

지상에 주차공간이 없는 안전한 단지로 조성됩니다. 또한,  
각 동별 최상층에 스카이가든, 중간층에 윈드가든을 조성하여 
더욱 쾌적한 생활이 펼쳐집니다.

테마 조경으로 쾌적한 생활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예비인증), 원격제어시스템 등으로  
생활의 편리함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적용하여 공용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첨단 디지털, 친환경 아파트

공기질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등의 유해 
물질로부터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넉넉한 주차공간과 첨단  
주차관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편의시설



편리함에

안전함이 더해진

스마트한 생활 -

생활의 가치를
높여주는

첨단시스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배려한

앞선 생활 -

쾌적하고
경제적인

절감시스템!

첨단 디지털 시스템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예비인증) 수준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 등 최첨단 수신
설비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첨단 주차관제 시스템
단지 내 진입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입주자 소유차량을 세대에
통보해주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친환경 마감재 시공
가구 및 벽지,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을 친환경 자재로 시공하여
유해 물질을 감소시킵니다.

지하주차장 비상벨 시스템
지하주차장에서 생긴 비상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한 단지 생활을 약속합니다.

센서식 싱크 절수기
하단에 부착된 절수센서로 손을 사용

하지 않고도 물을 틀고 끌 수 있어
주방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에어컨 냉매배관 시공
에어컨 냉매배관이 각 침실에 

시공되어 배관을 별도로 시공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미시공)

HD급 주방액정 TV
고화질의 TV시청, 라디오 청취와

전화수신 및 방문객 확인이 가능한
HD급 주방액정 TV가 설치됩니다.

공용부문 모니터링 시스템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비상상황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법랑쿡탑과 전기오븐
3구형 법랑쿡탑 또는 하이브리드쿡탑(유상선택),

전자레인지 기능이 통합된 오븐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효율적인 조리공간을 제공합니다.

욕실 바닥난방 시공
욕실 바닥난방 시공으로 습기 제거는
물론 겨울철 욕실 이용이 더욱 편안
합니다.(샤워부스·욕조바닥 제외)

무인택배 시스템
택배물이나 등기 등을 운송자와 만나지
않고도 발송·수령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을 약속합니다.

청정공기 급배기 시스템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헤파필터를 
적용하고, 오염된 실내공기 배출 시 

회수되는 폐열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합니다.

(헤파필터 교체비용 별도 발생)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단지 내에 시공된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 등에서
공기질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공기질 측정기와 연계된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을 

어린이놀이터 및 단지출입구에 
설치하여 입주자가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소등, 가스밸브 및 대기전력 차단
외출 시 전등 및 가스를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가전기기의 대기전력을 차단합니다.

LED 조명 적용
각 세대 및 지하주차장 내 LED 조명을 

설치하여 전력소모는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 경제적·친환경적입니다.

(일부 공용부위 제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등을 적용하여 공용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첨단 원격제어 시스템
집 밖에서 휴대폰과 PC로 세대 내 난방,
가스밸브 차단, 거실조명 등을 원격제어

하는 유비쿼터스 생활을 실현합니다.

입주 전 베이크 아웃
입주 전 세대 내 난방을 통해 벽지나

바닥재 등에 배어 있는 휘발성 화학 물질을
줄여 주어 새집증후군을 예방합니다.

■상기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이용 시 별도의 사용 
요금과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 적용항목은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마감재 및 적용품목은  
동일단지 내에서도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시스템은 지상1층 또는 지하1층에 제공될 예정 
입니다.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옵션)이 시공될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청정공기 급배기 시스템의 헤파필터는 추후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을 세대가 부담합니다. 

■상기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등 이용 시 별도의 사용 
요금과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 적용항목은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마감재 및 적용품목은  
동일단지 내에서도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ystem

세종의 핵심을 누리는



아파트 전용
출입구

■상기 주민공동시설 CG,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Lynn Center(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남·녀  
구분 독서실, 북카페 등)에는 일부 비품이 제공되지 않으며, 자세한 제공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부대시설의 공간구획 및 규모는 당사의 특화
계획 과정에서 다소 축소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호수 표기는 사업진행과정 중 관할 관청의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날씨에 방해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남·녀 구분 독서실,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북카페·유아문고를 갖춘 
커뮤니티시설로 다채로운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365일 단지 안에서 건강·문화생활이 가능한

핫 플레이스 커뮤니티!

피트니스 클럽

Lynn Center

남·녀 구분 독서실

북카페

실내골프연습장
샤워장 및 락커룸

Lynn Center

아파트 전용
출입구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쾌적하고,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입니다.

면학분위기 높은 남·녀 구분 독서실

어른과 아이 모두를 위한 단지 내 북카페와 유아문고는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책 읽는 습관을 키울 수 있는 독서공간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

다양한 운동기구와 샤워장, 락커룸 등이 완비된 피트니스  
클럽이 마련되어 더욱 활력있는 생활이 기대됩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피트니스 클럽

사계절 언제나 날씨에 방해 받지 않고 퍼팅은 물론 스윙까지 
연습할 수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입니다.

언제나 편리한 실내골프연습장

Community Complex Plan

스카이
가든

4105

스카이
가든

4005
3904 3905
3804 3805

3701 3702 3703 3704 3705
3601 3602 3603 3604 3605
3501 3502 3503 3504 3505
3401 3402 3403 3404 3405
3301 3302 3303 3304 3305
3201 3202 3203 3204 3205
3101 3102 3103 3104 3105
3001 3002 3003 3004 3005
2901 2902 2903 2904 2905
2801 2802 2803 2804 2805
2701 2702 2703 2704 2705
2601 2602 2603 2604 2605
2501 2502 2503 2504 2505
2401 2402 2403 2404 2405
2301 2302 2303 2304 2305
2201 2202 2203 2204 2205

윈드가든 윈드가든 윈드가든
2104 2105
2004 2005

1901 1902 1903 1904 1905
1801 1802 1803 1804 1805
1701 1702 1703 1704 1705
1601 1602 1603 1604 1605
1501 1502 1503 1504 1505
1401 1402 1403 1404 1405
1301 1302 1303 1304 1305
1201 1202 1203 1204 1205
1101 1102 1103 1104 1105
1001 1002 1003 1004 1005
901 902 903 904 905
801 802 803 804 805
701 702 703 704 705
601 602 603 604 605
501 502 503 504 505
401 402 403 404 405

501동

스카이
가든

3505

스카이
가든

3405
3304 3305
3204 3205

3101 3102 3103 3104 3105
3001 3002 3003 3004 3005
2901 2902 2903 2904 2905
2801 2802 2803 2804 2805
2701 2702 2703 2704 2705
2601 2602 2603 2604 2605
2501 2502 2503 2504 2505
2401 2402 2403 2404 2405
2301 2302 2303 2304 2305
2201 2202 2203 2204 2205
2101 2102 2103 2104 2105
2001 2002 2003 2004 2005
1901 1902 1903 1904 1905
1801 1802 1803 1804 1805

윈드가든 윈드가든 윈드가든
1704 1705
1604 1605

1501 1502 1503 1504 1505
1401 1402 1403 1404 1405
1301 1302 1303 1304 1305
1201 1202 1203 1204 1205
1101 1102 1103 1104 1105
1001 1002 1003 1004 1005
901 902 903 904 905
801 802 803 804 805
701 702 703 704 705
601 602 603 604 605
501 502 503 504 505
401 402 403 404 405

503동

스카이
가든

3805

스카이
가든

3705
3604 3605
3504 3505

3401 3402 3403 3404 3405
3301 3302 3303 3304 3305
3201 3202 3203 3204 3205
3101 3102 3103 3104 3105
3001 3002 3003 3004 3005
2901 2902 2903 2904 2905
2801 2802 2803 2804 2805
2701 2702 2703 2704 2705
2601 2602 2603 2604 2605
2501 2502 2503 2504 2505
2401 2402 2403 2404 2405
2301 2302 2303 2304 2305
2201 2202 2203 2204 2205
2101 2102 2103 2104 2105
2001 2002 2003 2004 2005

윈드가든 윈드가든 윈드가든
1904 1905
1804 1805

1701 1702 1703 1704 1705
1601 1602 1603 1604 1605
1501 1502 1503 1504 1505
1401 1402 1403 1404 1405
1301 1302 1303 1304 1305
1201 1202 1203 1204 1205
1101 1102 1103 1104 1105
1001 1002 1003 1004 1005
901 902 903 904 905
801 802 803 804 805
701 702 703 704 705
601 602 603 604 605
501 502 503 504 505
401 402 403 404 405

502동

동·호라인 배치도

유아문고

총 465세대

세종의 핵심을 누리는

84m²A 55세대|

A101m² 131세대|

84m²B 87세대| 84m²C 87세대|

B101m² 99세대|

126m² 3세대| 168m² 3세대|

501동

502동

503동

1

1

1



안방

욕실2

욕실1

거실

주방

드레
스룸

침실2

침실1

4,5003,600

3,
00

0
3,

00
0

기본형 기본형

■상기 세대의 평면, 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 상의 치수는 단열재, 샷시 등에  
따라 안목치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및 계약 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는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 및 결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되어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동 외부에 커튼월이 시공되어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에서도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상이하여 내부 실별간에 통풍 및 채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의 평면, 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 상의 치수는 단열재, 샷시 등에  
따라 안목치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및 계약 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는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 및 결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되어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동 외부에 커튼월이 시공되어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에서도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상이하여 내부 실별간에 통풍 및 채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확장형

 전용 

84m²A
전 용 면 적 84.99m²
주거공용면적 27.55m²
공 급 면 적 112.55m²
기타공용면적 8.12m²
주 차 장 면 적  55.31m²
계 약 면 적 175.98m²

55세대

 전용 

84m²B
전 용 면 적 84.95m²
주거공용면적 31.52m²
공 급 면 적 116.47m²
기타공용면적 8.12m²
주 차 장 면 적  55.28m²
계 약 면 적 179.87m²

87세대

안방

욕실2

욕실1

거실

주방

드레
스룸

침실2 침실1

3,0003,0004,50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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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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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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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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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동

503동

1

1

1



안방
욕실2 욕실1

거실

주방

드레스룸

침실2 침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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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 용
출입구

501동

502동

503동

1

1

1

아파트
전 용
출입구

501동

502동

503동

1

1

1

기본형 기본형

■상기 세대의 평면, 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 상의 치수는 단열재, 샷시 등에  
따라 안목치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및 계약 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는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 및 결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되어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동 외부에 커튼월이 시공되어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에서도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상이하여 내부 실별간에 통풍 및 채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의 평면, 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 상의 치수는 단열재, 샷시 등에  
따라 안목치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및 계약 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는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 및 결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되어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동 외부에 커튼월이 시공되어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에서도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상이하여 내부 실별간에 통풍 및 채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확장형

 전용 

84m²C
전 용 면 적 84.86m²
주거공용면적 30.30m²
공 급 면 적 115.17m²
기타공용면적 8.11m²
주 차 장 면 적  55.22m²
계 약 면 적 178.51m²

87세대

 전용 

101m²A
전 용 면 적 101.94m²
주거공용면적 31.95m²
공 급 면 적 133.89m²
기타공용면적 9.74m²
주 차 장 면 적  66.34m²
계 약 면 적 209.98m²

131세대

안방

욕실2

욕실1

거실

주방드레
스룸

침실2 침실1

알파룸

3,3003,0005,0003,900

2,800



기본형

■상기 세대의 평면, 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 상의 치수는 단열재, 샷시 등에  
따라 안목치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및 계약 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는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 및 결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되어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동 외부에 커튼월이 시공되어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에서도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상이하여 내부 실별간에 통풍 및 채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의 평면, 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 상의 치수는 단열재, 샷시 등에  
따라 안목치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및 계약 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는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 및 결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되어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동 외부에 커튼월이 시공되어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에서도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상이하여 내부 실별간에 통풍 및 채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전용 

101m²B
전 용 면 적 101.98m²
주거공용면적 35.53m²
공 급 면 적 137.52m²
기타공용면적 9.74m²
주 차 장 면 적  66.36m²
계 약 면 적 213.63m²

99세대

 전용 

126m²

전 용 면 적 126.26m²
주거공용면적 41.63m²
공 급 면 적 167.89m²
기타공용면적 12.06m²
주 차 장 면 적  82.16m²
계 약 면 적 262.13m²

3세대

3,0003,270

안방

욕실2

욕실1

거실

주방

드레스룸

침실2

침실1

침실3

2,
70

0

3,
90

0
5,

00
0

3,0003,270

2,
70

0

안방

욕실2

욕실1 거실

주방

드레스룸

침실2

침실1

침실3
테라스

5,
79

0
3,

50
0

확장형

기본형

아파트
전 용
출입구

501동

502동

503동

1

1

1

아파트
전 용
출입구

501동

502동

503동

1

1

1

스카이
가든

스카이
가든

스카이
가든



거실

주방

테라스1
침실1

침실2테라스2

욕실1

4,
00

0

5,
00

0

3,180

상부 | 기본형

■상기 세대의 평면, 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 상의 치수는 단열재, 샷시 등에  
따라 안목치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및 계약 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는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 및 결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되어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동 외부에 커튼월이 시공되어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에서도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상이하여 내부 실별간에 통풍 및 채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세대의 평면, 면적, 색상 등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장 여부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시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 상의 치수는 단열재, 샷시 등에  
따라 안목치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및 계약 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평면도는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 
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단열성능 및 결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되어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동 외부에 커튼월이 시공되어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에서도 디자인 
및 창호 등이 상이하여 내부 실별간에 통풍 및 채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2

욕실3

가족실

침실3

테라스3

테라스4

드레스룸

4,
00

0

4,700

3,
80

0

상부 | 확장형

하부 | 확장형

 전용 

168m²

전 용 면 적 168.44m²
주거공용면적 58.29m²
공 급 면 적 226.74m²
기타공용면적 16.10m²
주 차 장 면 적  109.61m²
계 약 면 적 352.45m²

3세대

하부 | 기본형

아파트
전 용
출입구

501동

502동

503동

1

1

1

스카이
가든

스카이
가든

스카이
가든



• 본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쇄물에 표시된 용도별 부지 및 학교, 공원, 도로 등의 시설물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은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쇄물의 광역조감도, 지역도, 배치도 등에 사용된 토지이용계획도는 LH 및 관련기관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각종 개발계획은 관련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의 조감도, 배치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명칭, 동 표시, 색채 및 외부 상세 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 

 심의 및 법규변경 등의 과정에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 및 조감도, 배치도 등 각종 CG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 상의 세대별 면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였고 이후 수치는 절삭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비치된 시공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쇄물 상의 평면 및 이미지 등은 확장형 기준이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단지별, 세대별로 계단 및 공용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현장주변 및 해당기관 등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주택형은 확장형 기준이며, 층고는 층별 설치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확장형 선택시 제공품목 및 평면이 상이 

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상담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 난방, 가스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개발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는 추후 당사 조경 및 시설물 설치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CG 상의 외부 디자인에 따라 백색 또는 유색창호로 시공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탑층 및 측벽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 동급 이상의 제품이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일부 자재는 입찰과정에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별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며, 인근 세대의 발코니 사용,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내부를 비디오 및 사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인쇄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합니다.

• 본 인쇄물은 2019년 5월에 제작되었습니다.

CHECK LIST

상쾌한 풀 내음과 싱그러운 새소리,

정겨운 담소와 해맑은 웃음소리가 흐르는 곳.

‘우리’ 안에 행복이 피어나고, ‘함께’ 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곳.

자연도 사람도 모두 반가운 이웃이 되는
이곳은 린스트라우스입니다.

신용평가기관 최고 등급 “AAA” 획득

업계 최고 수준 재무안정성!
2018 아파트브랜드 선호도가 증명하는

고객감동의 프리미엄 브랜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우미건설은
2019년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한 

신용평가결과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안정적인 종합부동산회사입니다.

공신력있는 국내 부동산 전문업체인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의 아파트브랜드 선호도 조사결과

우미'린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 결과

2019년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결과

AAA
신용등급

AAA
재무건전

< 부동산114 >
아파트 선호도 순위(경향신문 2018.11)

< 닥터아파트 >
아파트 선호도 순위(매일경제 2018.11)

순위 브랜드

8 현산 아이파크

9 두산 위브

10 우미'린

순위 브랜드

9 두산 위브

10 한화 꿈에그린

11 우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