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도시의 빛으로 태어난 용산 프라임팰리스
서울의 중심에서 당신의 미래와 함께 합니다.

프라임의 이름으로 태어난
YONGSAN
용산 프라임팰리스

미학적 공간설계와 끊임없는 임대수요가 만드는 안정적 수익률
편견과 추측을 제압하는 독보적인 경쟁력
서울의 중심, 용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주거문화

모든 것을 바꾸는
이것이 프라임팰리스의 디퍼런스이다

■ 본 홍보물 상의 사진,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현된 건물외관, 조경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개발계획은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위치┃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24-8, 9 ┃대지면적┃879.70㎡ ┃지역/지구┃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중심지 미관지구
┃용도┃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규모┃지하 2층, 지상 20층, 1개동 ┃건축면적┃526.86㎡ ┃건폐율┃59.89%
┃연면적┃7,530.4596㎡ ┃구조┃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적률┃731.14% ┃주차대수┃총67대(장애인 주차3대 포함){근린생활시설:4대, 업무시설(오피스텔)
:50대,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13대}

용산가족공원

Different Location
교통·생활·문화

서울 어느 곳과도 비교를 거부하는 완벽한 자신감!
용산 프라임팰리스의 차별성은
뛰어난 입지에서 시작됩니다

Traffic
가고싶은 곳!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남영역, 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역에 둘러쌓인 역세권에 위치하고
백범로와 한강로, 용산로를 통해 강남, 강북 등 서울 어디든 통하는 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선, 인천공항철도, 경의선 복선전철,
GTX(2016년 예정)등의 신설철도가 조성예정입니다.

Life

도시라이프! 더 편리하게 누리고 싶다
갤러리아, CGV, 아이파크몰, 이마트, 롯데마트, 용산전자상가 등의 생활
편의시설과 주변에 개발되는 대단위 주상복합타운으로 인해 최적의
도시생활환경이 펼쳐집니다.

숙명여자대학교

Culture

여가와 휴식!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

용산 I-PARK몰

■ 본 홍보물 상의 사진,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현된 건물외관, 조경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개발계획은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산과 효창공원에서의 가벼운 산책, 한강에서 즐기는 라이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과 용산공원까지!
도시와 자연의 완벽한 조화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6호선 삼각지역

Value of
투자가치

용산국제업무지구(예정)

어느 곳에 들어서더라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미엄의 땅,
용산이라면 분명히 다릅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 진정한 도시형 생활주택

용산 프라임팰리스!
명동, 종로, 퇴계로, 여의도 등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도심배후 수요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 최고의 대학 클러스터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역

용산개발 호재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
거름 좋은 밭이 풍작이듯 입지 좋은 곳이 미래를 보장합니다.

명동

[매일경제] 2011년 1월 25일자 29면

한강예술섬(예정)

Why
■ 용산개발 청사진으로 향후 가격상승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심주거환경이 뛰어난 용산은 역세권과 업무시설, 대학가를 끼고 있어
수요가 풍부한 최우선 투자지역이며 우량사업지입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최고의 시공능력을 갖춘 동아건설이 책임준공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개발계획은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F 호텔로비와 같은 출입구

3F 휴게정원

건물의 가치와 프리미엄은 디자인이 결정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내·외부 디자인과 차별화된 입면으로
용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통한 아이덴티티 확보┃
일반적인 박스형 건물이 아니라 예술적 감성이 돋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으로서
용산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통해 미학적 완성도를 높인 입면 디자인을 실현하였습니다.

┃중정형 설계┃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점인 환기와 채광을 해결할 수 있는 중정형 설계로 쾌적한 생활을 약속합니다.

┃다양한 입면재료의 활용┃
화강석, 유리, 노출 콘크리트, 알루미늄 패널 등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미니정원과 커뮤니티시설┃
1F, 3F, 13F에 입주민의 휴식과 커뮤니티를 위한 정원을 두어 편의성을 도모합니다.

┃친환경·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고기밀성 단열창호 사용으로 소음차단과 냉·난방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과 관리비를 절감합니다.
(에너지효율 예비2등급)

┃스카이가든(펜트하우스)┃
조경이 돋보이는 휴게 공간으로 한강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Architecture plan
건축설계

건물의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디자인이다
20F 스카이가든(펜트하우스)
13F 커뮤니티가든

■ 본 홍보물 상의 사진,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현된 건물외관, 조경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CG컷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Green Building
친환경 건축물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앞선 생각! 용산 프라임팰리스

쾌적한 거주환경과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Urban Green Life를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우수’등급을 인정 받았고 서울시 친환경 Silver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공간, 옥상녹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 저에너지 건축물 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구현┃
●

수직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

●

옥상녹화를 통한 경관 향상 및 단열효과를 통한 냉·난방 부하 감소

┃우수저류 시스템 도입┃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함으로서,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우수 및 오염물질의 유출을 저감

●

┃친환경 자재 적용┃
●

보일러, 가구 및 인테리어 마감재를 탄소성적 표시 제품 사용
온실가스 대체물질인 R410A으로 실내·외기 친환경 냉매 적용,
온실가스 유발 물질 없는 단열재 이용 및 할론 미포함 소화기 배치

●

●

실내공기오염 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

●

자연 환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슬라이딩 방식의 창호 사용
Ventilation 자연순환형 구조, Urban Void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현된 건물외관, 조경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terior Plan & System

인테리어·시스템

Interior

Interior SYSTEM
거주자의 취향과 도시라이프에 맞춘 내부 구조 및
고급화된 인테리어로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디지털도어락

● 디지털 도어락 설치로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합니다.

빌트인가구와 빌트인가전제품

●공
 간 활용을 극대화한 빌트인 가구 시스템과 전기쿡탑, 천장형 에어컨(I-way),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생활편의를 위한 빌트인 가전제품이 제공되어 소형의 단점인 수납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안전시스템

● 입주자전용 출입카드, 지하주차장 및 주출입구 CCTV가 설치됩니다.

모듈화된 욕실

●샤
 워기, 거울, 세면대, 각종 수납공간 등이 설치되며 투명글라스로 시공해 넓은 공간감을 선사합니다.

조명스위치

전기쿡탑

수전

렌지후드

※ 상기 이미지는 견본주택 도시형생활주택 13.6880B㎡, 오피스텔 37.2028B㎡를 촬영한 것 입니다.
■ 견본주택을 촬영한 사진은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기 및 기타 전기제품은 디자인 또는 동급 사양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

온도조절기

터치스크린 월패드

※ 상기 이미지는 견본주택 도시형 생활주택21.3886㎡, 오피스텔 55.8175㎡를 촬영한 것 입니다.

빌트인시스템(냉장고)

UNIT PLAN 세대평형

UNIT PLAN 세대평형

37.6521㎡

37.2028㎡

A

B

오피스텔 [12실 ]

오피스텔 [70실]

해당층 4~12층

┃전용면적┃ 18.7720㎡ ┃공용면적┃ 12.5868㎡ ┃공급면적┃ 31.3588㎡ ┃기타공용면적┃ 6.2933㎡ ┃계약면적┃ 37.6521㎡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세면·샤워 일체형 / 양변기(비데포함)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전기쿡탑2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층 4~12층

┃전용면적┃ 18.5480㎡ ┃공용면적┃ 12.4366㎡ ┃공급면적┃ 30.9846㎡ ┃기타공용면적┃ 6.2182㎡ ┃계약면적┃ 37.2028㎡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샤워부스 / 양변기(비데포함)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전기쿡탑2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IT PLAN 세대평형

55.8175㎡
오피스텔 [18실]

해당층 4~12층

경쟁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진화하지 않는다

용산

┃전용면적┃ 27.8286㎡ ┃공용면적┃ 18.6593㎡ ┃공급면적┃ 46.4879㎡ ┃기타공용면적┃ 9.3296㎡ ┃계약면적┃ 55.8175㎡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거실수납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샤워부스 / 양변기(비데포함) / 상·하부장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전기쿡탑2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라임팰리스

UNIT PLAN 세대평형

UNIT PLAN 세대평형

13.5107㎡
A

Urban Green Life

공간을 결정짓는 것은,

섬세한 배려

도시형 생활주택 [14세대 ]

이 곳은 당신의 도시라이프를 완성시켜 줄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해당층 13~19층

동선의 흐름을 고려한 심플한 평면이
좁은 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용면적┃ 13.5107㎡ ┃공용면적┃ 12.2372㎡ ┃공급면적┃ 25.7479㎡ ┃기타공용면적┃ 2.8818㎡ ┃계약면적┃ 28.6297㎡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샤워부스 / 양변기(비데포함)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전기쿡탑2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IT PLAN 세대평형

UNIT PLAN 세대평형

13.6880㎡

21.3886㎡
A

B

도시형 생활주택 [54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11세대 ]

해당층 13~19층

┃전용면적┃ 13.6880㎡ ┃공용면적┃ 12.3978㎡ ┃공급면적┃ 26.0858㎡ ┃기타공용면적┃ 2.9196㎡ ┃계약면적┃ 29.0054㎡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샤워부스 / 양변기(비데포함)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전기쿡탑2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층 13~19층

┃전용면적┃ 21.3886㎡ ┃공용면적┃ 19.3725㎡ ┃공급면적┃ 40.7611㎡ ┃기타공용면적┃ 4.5622㎡ ┃계약면적┃ 45.3233㎡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거실수납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샤워부스 / 양변기(비데포함) / 상·하부장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전기쿡탑2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IT PLAN 세대평형

UNIT PLAN 세대평형

▒

21.4500㎡

선택사항 : 분리형

80.7513㎡

B

도시형 생활주택 [2세대]

아파트 [1세대 ]

해당층 13~19층

┃전용면적┃ 21.4500㎡ ┃공용면적┃19.4281㎡ ┃공급면적┃ 40.8781㎡ ┃기타공용면적┃ 4.5752㎡ ┃계약면적┃ 45.4534㎡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거실수납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샤워부스 / 양변기(비데포함) / 상·하부장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전기쿡탑2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층 20층

┃전용면적┃ 80.7513㎡ ┃공용면적┃ 73.1398㎡ ┃공급면적┃ 153.8911㎡ ┃기타공용면적┃ 17.2241㎡ ┃계약면적┃ 171.1152㎡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샤워부스 / 양변기(비데포함) / 월풀욕조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고급 글라스 가스쿡탑4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IT PLAN 세대평형

▒

선택사항 : 분리형

83.3800㎡
아파트 [1세대 ]

해당층 20층

┃전용면적┃ 83.3800㎡ ┃공용면적┃ 75.5207㎡ ┃공급면적┃ 158.9007㎡ ┃기타공용면적┃ 17.7848㎡ ┃계약면적┃ 176.6855㎡

LIVING ROOM
BATHROOM
DINNING ROOM
ENTERANCE

천장형에어컨 설치로 입주자가 개별로 제어가능 / 온돌마루 바닥마감 / 고급 붙박이장
샤워부스 / 양변기(비데포함) / 월풀욕조
콤비냉장고 / 드럼세탁기 / 고급 글라스 가스쿡탑4구 / 렌지후드 / 하이그로시 고급 주방가구
디지털 도어록 / 하이그로시 신발장

▒ 체크리스트

▒ 현장·견본주택 위치

■ 본 홍보물 상의 사진,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현된 건물외관, 조경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개발계획은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토지이용계획은 관계기관의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CG컷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을 촬영한 사진은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기기 및 기타 전기제품은 디자인 또는 동급 사양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
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02)
■주택면적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 ㎡X0.3025=평) ■본 홍보물 상의 Unit Plan 및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 상의 면적수치는 제작 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90-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