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VIEW PLAN

THEME PARK PLAN

대관령
강릉과학산업단지

바다전망 극대화를 위한 혁신적인 View Plan
프리미엄이 극대화 됩니다.

샌드파인G.C

강릉아산병원

삶은 여유로운 힐링이되고
생활은 건강한 웰빙이 됩니다.

북강릉 IC
사천중학교

라카이리조트

아쿠아가든 수경공간을 중심으로 주위에 플레이존, 케어존이 있는
주민 복합문화 공간
헬 스 가 든 입주민의 건강과 교류를 위하여 체육시설과 조경이 조화된 공간
레스트가든 파고라, 야외 벤치로 구성된 공간으로 주민 휴식과 교류의 공간
사천진항

사천진 해수욕장

동해바다 전망과 해양 레포츠 인프라

High Quality, Ocean Life

아파트입니다

LEPORTS & ACTIVITY

내가 살아도, 별장으로 써도 좋은 집
★홍보물에 실린 사진, 조감도, 투시도 그래픽 등의 이미지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천혜의 자연이 만나는 자리

KTX 이용 서울 - 강릉간 1시간대

주거환경의 내일을 만나다

강릉이 또하나의 수도권이 됩니다

강릉 디오션은 휴양입니다.

사천해변 요트

사천해변 스킨스쿠버

HOME & SECOND HOUSE
스위트룸을 연상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품격과 여유가 넘치는 이곳은 강릉 디오션입니다.

창밖에는 손에 잡힐 듯 펼쳐지는 동해바다 문밖을 나서면 다양한 해양레포츠 시설이 펼쳐집니다

사천해변 서핑보드

고수익 렌탈하우스
렌탈하우스로도 좋습니다

전망을 위한
독보적 위치

리조트 라이프가
실현되는 곳

편리한
생활 시설

시내•외 어디든
빠른 연결

모든 세대에서 바다 전망,
그린 View가 보이는
탁월한 전망

단지 앞에서 즐기는
스킨스쿠버, 요트 등 해양 레포츠
샌드파인 GC

강릉 홈플러스, 이마트 15분,
사천 하나로마트 5분,
아산병원 3km,

북강릉 IC로 수도권 접근용이,
7번국도,
해안도로를 통한 시내•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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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Quality,
Ocean Life
만 19세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결정도 4년간
내집처럼 살아보고!
송정동
주민센터

전자랜드

이마트

송정한신
더휴 아파트

동명
초등학교

주택홍보관

해변까지 도보로 3분!
동해안 바다조망과
확트인 대관령 조망
좋은 집은 내가 먼저

공유 민박업 개정으로
수익형 부동산 OK!

주택사업지 :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60번지 외 (경포에서 3분 거리)
주택홍보관 : 강릉시 송정동 159-2번지 (송정동 주민센터 건너편)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
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주택 홍보관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
보물에 표기된 수치나 면적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니 공급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의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외부 색
채, 벽체 마감 및 디테일은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가구
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 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
다. •주택 홍보관은 분양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뒤 회사 사
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재 사진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세대 및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적용됩니다.

취득세•재산세 없는
경제형 아파트!
서핑, 스킨스쿠버, 요트 등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휴양 입지

★ 홍보물에 실린 사진, 조감도, 투시도 그래픽 등의 이미지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