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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남양뉴타운’

브랜드 차이가 만드는 새로운 일상의 프리미엄
대림산업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195번지에 짓는 ‘e편한세

월곶∼판교선 연계가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

상 남양뉴타운’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시

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해소할 대형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작했다. 이 단지는 남양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1군 브랜드 아파트로,

광역 도로망 개발도 활발하다. 제2 외곽고속도로가 2021년 개통 예

LH가 주관하는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참여 공공 분양 단

정이다. 화성시 남양읍과 팔탄면을 연결하는 발안∼남양 고속도로

지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천억원이 투입되는 발안∼남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은 지하 3층∼지상 18층, 8개 동, 전용면적 65

양 고속도로는 총연장 14.5㎞에 달하며, 관내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84㎡, 총 606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로는 ▲ 65㎡ 154가구 ▲ 75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190가구 ▲ 84㎡ 262가구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도 주목된다. 203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이다.

여의도의 19.2배 면적에 사업비 약 8조8천억원을 투입, 리조트·골프

남양뉴타운은 면적 257만㎡, 수용인구 3만9천 명 규모의 도시개발사

장·R&D 산업·주거시설 조성이 계획된 ‘송산그린시티’가 가깝다.

업구역이다. 이곳은 교통 개발 호재가 풍부해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e편한세상 남양뉴타운은 브랜드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주거 공간과

있다. 서해안 복선전철 ‘화성시청역’이 2022년 신설돼 2024년 개통

커뮤니티 시설로 꾸며진다. 혁신평면 ‘C2 하우스’를 적용해 수요자

목표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과 연계된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

취향에 따라 구조 변경이 자유롭고 수납 효율이 극대화된 공간으로

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4.7㎞를 잇는 지하철 노선이다. 서해선과

설계됐다. C2 하우스는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환경에 맞춰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림산업이 개발한 주거공
간 플랫폼이다.
또 첨단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적용
된다. 실내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 청정 시스템이 가동

화성유일병원

돼 24시간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
태를 알리는 신호등과 미스트 자동 분사 시설이 설치돼 미세먼지 저
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한다. 입주는
2022년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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