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nderful Life  Beautiful Life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실속아파트 진영 한림풀에버



2016년 봄, 오늘보다 더 특별한
진영신도시의 내일이 시작됩니다



입지에서 환경까지 더할나위 없는 주거명작 진영 한림풀에버
공단배경도시, 환경도시, 쾌속교통망으로 하루가 다르게 주목받는 진영초입 신중심에 

신뢰의 기업 한림건설이 587세대의 주거명작을 건설합니다.

한림풀에버의 가치만으로도 자부심이 느껴지고 진영지구의 미래가치까지 더해지는 곳, 

진영 한림풀에버입니다.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탁월한 미래가치
한림풀에버의 자부심과 진영신도시의 프리미엄이 함께하는 미래가치 1번지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언론 및 지자체,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기타 관계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지만으로도 가치가 느껴지는 생활프리미엄 1번지-

근린생활의 신중심,
진영신도시의 경쟁력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빠르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동읍우회도로(창원-진영) 이용 시 10분대 창원시내 
   이동 가능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3.5㎞), 
   KTX경전선 진영역 인접
·2017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예정으로 
   부산 동부권 접근성 탁월

합리적 가격의 실속 프리미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 평형 구성 
   (59㎡, 74㎡A, 74㎡B, 84㎡)
·창원, 김해, 장유지역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만나는 
   실속아파트

진영신도시의 미래가치를 더하다
·총 10,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완성되는 
   진영신도시의 미래가치
·창원국가산업단지, 김해테크노밸리, 진영농공단지, 
   경원 한림공단 등의 직주·근접 주거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예정) 등으로 
   진영신도시의 미래가치 상승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한림건설만의 특화설계

·전세대 4Bay 신평면과 차별화된 수납특화 공간
·일조·채광이 우수한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
·입주민의 생활을 배려한 인간중심의 단지설계



명예로운 고품격 주거공간
당당하게 귀하의 위상을 높여줄 진영신도시의 프리미엄과 여유로운 고품격 커뮤니티

▶상기 조감도에는 개설되는 도로와 개설되지않은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을 생활을 배려한 인간중심 단지설계
보도·차도 분리동선, 일조권 및 조망권을배려한 단지배치 등 인간중심의 
단지설계

중앙광장
넓은 잔디마당과 소나무 군락, 다양한 조형시설이 어우러진 단지랜드마크 
공간 연출

어린이놀이터
다양한 놀이시설과 포설형 바닥포장 어린이놀이터

수준높은 커뮤니티 시설
입주민의 건강생활까지 고려한 피트니스센터 및 골프연습장 등 설계 시공

활력정원
주민을 위한 넓은 공간내 대형 정자목 및 야외용 헬스기구가 어우러진 휴게형
체력단련 공간

경로당 및 어린이집
입주민을 위한 경로당 및 어린이집 설치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가구 집기류는 이미지컷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골프연습장

샤워장
락커룸

피트니스센터

경로당

보육시설



보다 편하게~보다 똑똑하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감시스템 및 최첨단 유비쿼터스시스템으로 생활의 날개를 달았다



디지털도어록 | 홈네트워크와 연동되는 디지털도어록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 외출시 한번의 스위치 작동으로 가스밸브 및 일괄소등을 할수 있으며,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해 에너지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CCTV시스템 | 각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놀이터, 엘리베이트 등 안전 사각지대에 CCTV 보안 시스템을 운영

차량출입통제시스템 | 입주차 차량은 자동통과되고 외부차량은 통제하여 단지내 무단진입 차량을 사전에 방지 

무인 경비시스템 | 세대 단말기(Wall pad)에서 공동현관 방문자 확인 및 출입문 개폐등 외부인 통제와 방범효과로 
더욱 안전합니다.

비상콜 시스템 | 지하 주차장내 비상콜이 설치되어있어 부녀자 및 노약자의 위급상황 발생시 단지내 CCTV 및
방송장비와 연계되어 위급상황에 대처합니다.

무인 택배시스템 | 24시간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 입주고객 부재시 택배발송, 수령,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택배 배달자를 가장한 범죄로부터 보호

세대 냉매배관 | 거실 스탠드 에어컨 및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시 배관 노출없이 연결할 수 있는 배관시스템 적용

세대 환기설비 | 세대내 열손실 없이 환기할 수 있는 세대 전열교환기 설치

각 실 온도제어시스템 | 각 방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각 실 온도제어시스템 적용

Digital System

Home Net-work System
외부제어 | 조명(거실), 가스밸브차단, 난방제어등 외부에서 언제든지 휴대폰 및 인터넷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트호출 서비스 | 세대내에서 세대 단말기(Wall pad)를 통해 엘리베이트를 자동호출 할수 있습니다.

차량도착 알림서비스 | 입주차 차량이 단지내 진입시 세대 단말기(Wall pad)를 통해 
차량도착 상황을 통보 받을수 있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 | 입주민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며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세대 단말기(Wall pad)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 단지내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디지털방송 및 위성TV수신 시스템 | 자녀의 학습 및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접할수 있는 디지털방송 및 
위성TV 수신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주방컬러TV폰 | 주방에서 디지털TV시청은 물론 방문자 확인 및 전화수신기능을 제공하여 주부의 가사활동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주차관제 시스템 | 단지 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아파트 출입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합니다.

Security System

보다 편하게~보다 똑똑하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감시스템 및 최첨단 유비쿼터스시스템으로 생활의 날개를 달았다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에 품위를 더하다 생활에 감각을 높이다
들어서는 순간 행복이 절로 피어오르며 여유가 넘치는 품격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그리고 귀하의 취향을 살린공간구성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안목이 돋보이는 품격공간

Living room



생활에 품위를 더하다 생활에 감각을 높이다
라이프스타일과 개성 그리고 귀하의 취향을 살린공간구성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스타일이 돋보이는 감성공간

Bed room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진심을 배려하다 휴식의 격조를 높이다
주부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현대적인 감각과 섬세한 디자인으로 동선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공간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는 가볍게 사라집니다

감각과 실용이성이 조화된 빌트인공간

Dining room



여자의 진심을 배려하다 휴식의 격조를 높이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공간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는 가볍게 사라집니다

재충전의 여유를 위한 힐링공간

Bath room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장형

확장형

비확장

비확장

전 용 면 적
주거공용면적
공 급 면 적

74.5230㎡
26.2662㎡

100.7892㎡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1, 2단지로 나눠져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1, 2단지로 나눠져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용 면 적
주거공용면적
공 급 면 적

59.9362㎡
21.7759㎡
81.7121㎡

59 type

74A type

126세대

103세대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는 공간창조로
생활의 리듬을 높입니다

현대인의 감성까지 반영한 
앞선 공간감각으로 설계됩니다



확장형

확장형

비확장

비확장

전 용 면 적
주거공용면적
공 급 면 적

84.9749㎡
27.9040㎡

112.8789㎡

전 용 면 적
주거공용면적
공 급 면 적

74.9311㎡
26.2872㎡

101.2183㎡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1, 2단지로 나눠져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1, 2단지로 나눠져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4B type

84 type

217세대

141세대

실용성과 품격까지 추구하는 
합리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합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게 완성하는
눈부신 생활공간이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CG, 사진, 이미지, 조감도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1, 2단지로 나눠져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 및 인·허가상의 문제로 인
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언론 및 지자체,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기타 관계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CG에 
표현된 분양물의 건물외관, 조경 등은 현재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중에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분양부지의 이미지는 임의로 표현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70번지일원 및 660번지 일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행 : 가현 / 시공 : 한림건설(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주택법 제 46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주택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개량단위(m2)를 사용합니다.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영 한림풀에버 현장 및 주택전시관 위치도

총587세대 문의055.312.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