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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예정)

화성상록GC

동탄 A106 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블록 동탄 A107 블록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블록 동탄 A107 블록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7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동탄 A106 동탄 A107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6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6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7 블록

동탄 A107 

동탄의
좋은집

더 없을

더 없이

숲
공원
초.중.고
중심생활권

걸어서 
누리는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검 색
문 의
031)376-8840동탄어울림데시앙



화성시는 경기도 내 가장 많은 기업 유치되어 1인당 GDP 최고 수준

1st 1st 1st
인구 성장률 1위 지방자치 경쟁력 1위 전국 신도시 규모 1위
인구 약 89만 / 연평균 4만명 증가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 5년 연속 1위 전국 신도시 규모 1위

동탄신도시는 판교와 더불어 자족도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출처 : 화성시청, 통계청]



도보 통학 가능한 초·중·고(학세권), 쾌적한 녹지 환경(공세권), 상업시설과 교통편의까지 ONE-STOP 라이프!

이미지 컷 이미지 컷

바라던 교육특권

청정한 자연특권

단지와 바로 인접한 곳에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 . 중 . 고등학교가 예정된

안심 트리플 학세권

단지 북쪽으로 펼쳐진 

푸른 숲과 마주하고 있어 

숨쉬는 공기마저 

상쾌한 일상

꿈꾸던 생활특권
27년 개통이 예정된 트램역과 

용구대로, 약 1.2km거리로 이어진 

트램역상권 등을 누리는 

중심생활권

동탄에 더 없을

프리미엄 특권

쾌적한 공원특권
신리천 수변공원과 

왕배산 3호공원 등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여유로운 자연환경

이미지 컷 이미지 컷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신주거문화타운

 A106BL 어울림 파밀리에 · A107BL 숨마 데시앙!!

이미지 컷 이미지 컷



01

02
03

04

05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

A106BL 어울림 파밀리에, A107BL 숨마 데시앙의 5가지 셀링 포인트

GTX-A(27년 예정), 트램(27년 예정),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26년 예정),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분당선 연장 등 다양한 개발호재

화성시 약 24만 세대 중 
중대형 평형은 약 1만5천 세대(약6.4%), 

평균주차 1.2~3대

국공립어린이집 · 다함께돌봄센터 · 
유치원 초 · 중 ·고등학교가 집 앞에

동탄신도시 내 
가장 큰 신주거문화타운

(3,368천㎡, 1.6만세대(연립제외) 계획)

동탄신도시의 합리적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역대급, 매머드, 빅 스케일, 
퍼펙트, 메가톤 

동탄신도시 미래가치 완성”

“중대형(88%구성) 

평형 희소성 주거 단지!
1.8대 주차장 널~널~널 

단지 주차장~ “ “와우~ 동탄에 
이런 논~~~스톱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집 있어?”

동탄신도시 완성의 

마지막 특별 계획 지구
신주거문화타운!

“공세권, 수세권, 골세권 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룰루랄라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오르는 건축비! 
오르는 토지비! 오르는 물가!  

“지금이 기회다”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21년 9월 1일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 2027년 개통 예정!!

트램 개통 시 동탄신도시 內 교통 환경 대폭 강화!!

구 분 내  용

총 사 업 비 9,773억원

착 공  예 정 2024년 5월 예정

개 통  예 정 2027년 예정

주요 경유지

· 반월(망포)~오산
   - 망포~동탄역~동탄2신도시~오산

· 병점~동탄2신도시
   - 병점역~동탄역~동탄2신도시~장지

정거장 개소
· 총 36개소
- 망포~오산 : 19개소
- 병점~동탄2신도시 : 17개소

연 장  거 리
· 총 34.20km
- 망포~오산 : 16.40km 

- 병점~동탄2신도시 : 17.80km

차량 시스템
· 편성 : 5모듈 1편성

· 승차인원 : 246명

차 량  편 성
· 반월~오산 : 18편성 / 시격 6분

· 병점~동탄2신도시 : 25편성 / 시격 5분

■ 사업 개요 

약 1.2 km

■ 화성 동탄 1 . 2신도시 트램 건설 계획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서울 ~ 세종 고속도로

이천 ~ 오산 고속도로

도척IC

이천시

용인시

경
부
고
속
도
로

포곡IC

삼가IC

동탄IC

동탄JCT

서용인JCT

곤지암JCT

SRT에 이어 GTX노선까지 강남 일일생활권(출퇴근 용이) 가능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교통편 대폭 개선 → 경기 남부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

■ GTX-A 노선 개발(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동탄인덕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 이천~오산 외곽순환고속도로

■ 분당선 연장

구 분 내    용

사업 구간
파주 운정~서울 삼성(43.6㎞)~화성 동탄(39.5㎞)

총 83.1㎞

정 거 장 총 10개 역

개통 시기 2027년 예정

구 분 내    용

구          간 인덕원~수원~화성 동탄

노선 길이 37.1㎞(총 18개 역, 4개 환승역)

개통 시기 2026년 예정

구 분 주요 내용

노선개요 현재 운영 중인 분당선(오리~수원)을 오산역까지 연장

사 업 비 약 1조 8,652억원(추정)

추진 경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반영(2021. 7월)

수원

오산

서동탄
동탄

기흥

수인분당선

1호선

SRT

인덕원~
동탄복선전철

기흥
수원행

연장
구간

왕십리행

동탄2

수원

오산

미금

동탄

동탄신도시~용인~경기 광주시

22.03.21일 개통 / 

기존 30분 → 6분으로 단축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및 직선화(지하화) 사업으로 동탄1·2신도시의 중심상업지로 발돋음

동탄1·2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여 생활권 통합 → 하나가 된 동탄신도시!!

사 업 구 간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 JCT ~ 경기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 ICT

지하화구간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커뮤니티 시범단지

규     모
· 과업구간 : 3.64km(지하차도 1.2km)
· 규모 : 46.0m~53.9m / 양방향 10차로

추 진 계 획

· 16.09.06 : 동탄 2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발주
· 17.01 : 2 공구 착공
· 17.04 : 1,3 공구 착공
· 2023년 준공 예정

사 업 구 간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커뮤니티 시범단지 사이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지상부

지하화구간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內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 
대지 65,960㎡(앵커블록 제외)

규     모 SRT, GTX-A,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트램, 고속버스, 택시, 승용차 환승

추 진 계 획
 - 버스정류장, 환승광장 공원(지하화 이설공사 개통 1년 이후)
 -  연계 앵커블록 : 랜드마크 오피스, 롯데백화점, 호텔, 컨벤션, 주상복합,
    쇼핑몰 등

■ 직선화(지하화) 사업 ■ 지하화 구간 및 복합환승센터 위치

■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약 3.64km 약 1.2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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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토지비와 공사비를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책정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상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최고의 분양상품

■ 당 사업지 인근 단지별 매매가 분석

동탄역
우남퍼스트빌

동탄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차

금호어울림
레이크 1차

금호어울림
레이크 2차

호반베르디움
센트럴 포레

동탄 
힐스테이트

동탄
한신더휴

동탄 
파크릭스

당 사업지

1,442세대
(15.02입주)

1,817세대
(15.09입주)

740세대
(18.01입주)

812세대
(18.06입주)

681세대
(19.03입주)

1,695세대
(17.06입주)

1,479세대
(19.02입주)

930세대
(18.08입주)

2,063세대
(22.10분양 예정)

1,256세대
(22.11분양 예정)

[당 사업지 인근][동탄 호수공원]

[동탄 시범단지]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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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동탄신도시 내 분양 상품은 평균 90:1의 경쟁률!!

동탄신도시의 마지막 특별계획지구 +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메리트까지!!

구분 제일풍경채 호반써밋

청약경쟁률 109.52 : 1 72.00 : 1

청약자수 29,571건 22,681건

당첨세대 380세대 744세대

평균 청약자수 26,126건

당첨 세대수 1,124건

잔여 청약통장수 25,002건

단지명 호반 써밋 동탄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조감도

분양/준공 2021.12 / 2023.01 2021.11 / 2024.05

공급규모
지하 4층 ~ 지상 20층

9개동 총 744세대
지하 4층 ~ 지상 20층

4개동 총 308세대

분양가격
84A(33.45평) : 

분양가 44,800만원(@1,340)
101A(39.36평) : 

분양가 56,400만원(@1,432)

금융조건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청약경쟁률 1순위 평균 72.0 : 1 1순위 평균 109.52 : 1

비 고 후 분양으로 입주일이 빠른편 85㎡초과 가점제/추첨제 : 50%

신주거
문화타운

A62BL 2021년 12월 분양
D+1개월 100% 분양완료

A60BL 2021년 11월 분양
D+1개월 100% 분양완료

[출처:각 사 모집공고/청약홈]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동탄2신도시 입주 10년차 + 대형평형 희소가치 + 팬데믹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욕구 (트렌드 변화)

최근 3년간 85㎡초과 상품 시세상승 및 거래량 高 → 대형평형 선호도 급상승

■ 사업지 인근권역 85㎡초과 비율 ■ 동탄신도시 수요층의 선호평형대 변화

동탄신도시 초기

신혼부부 세대 입주
주거선호도 낮은 시기

서울, 수도권에서 밀려난

무주택자 신혼부부 입주

동탄신도시 현재

기존 신혼부부 이전
주거선호도 높은 지역 변화

초기 입주한 신혼부부

자녀성장으로 대형평형 수요

85㎡ 초과 비율88%, 
희소가치 ↑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화성시 243,873세대 中 85㎡초과는 단 15,695세대(6.4%) 불과!!

남서·남동향 배치로 개방감과 일조권은 기본!!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평형 약 88% 비중!!

■ 당 사업지 상품 분석 ■ 당 사업지 설계 개요 
A106BL : 640세대 / A107BL : 616세대, 총 1,256세대 대단지

신주거문화타운 A106BL 신주거문화타운 A107BL

지하3층 ~ 지상 20층, 9개동 지하 2층 ~ 지상 12층, 10개동

640세대 616세대

용적률 : 129.99% · 건폐율 13.75% 용적률 : 129.93% · 건폐율 16.17%

구 분 평형 전용 ㎡
세대

비고
세대수 비율

A106BL

33평형 84㎡ 146 22.8%

84㎡~99㎡
중대형 평형

구성
39평형 99㎡ 494 77.2%

소 계 640 -

A107BL

38평형 99㎡ 496 80.5%

99㎡~109㎡
대형 평형

구성
42평형 109㎡ 120 19.5%

소 계 616 -

합 계 1,256 -

A106BL

A107BL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각 마을별 특성화전략 및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타운 형성

동탄신도시 마지막 남은 주거 지구 → 신주거문화타운

동탄의 마지막 신주거문화타운

입지 환경
- 녹지면적 비율 약 38%로 친환경적 주거 입지
- 특화된 주거환경 개발로 입지 선호도 양호

교통 환경
- 신리IC 인접하여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접근성 용이
- 트램 신동역(예정), 동탄역 등 교통환경 우수

교육 환경 - 초교, 중교, 고교 인접한 학세권 입지로 교육환경 우수

편의 환경 - 사업지 인근 중심상업시설 예정

특성화 전략

① 자연마을
· 에너지 절감형의 그린 네트워크
·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회적 웰빙 커뮤니티
· 도시 속 자연의 삶을 누리는 주거환경

② 건강마을
·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건강네트워크
· 야외활동 중심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

③ 문화마을
· 가로활성화를 통한 공공문화 네트워크
· 여가활동 중심의 가로문화 커뮤니티
· 삶의 질과 개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주거환경

④ 전통마을
· 전통의 재해석을 통한 골목길 네트워크
· 자연과 함께하는 한국적 커뮤니티
· 구릉지에 순응하는 배산임수형 마을

⑤ 키즈마을
· 커뮤니티 거점을 활용한 공통보육 네트워크
· 단지 내 보행체계를 통한 순환형 커뮤니티
·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회 통합형 주거환경

A106

A107

■ 동탄2신도시 주거문화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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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주거문화타운 內 ‘A급’ 입지 가치 확보!

입지 환경

- 신주거문화타운 內 주거 선호도 우수한 산경마을 위치

- 사업지 북측 기흥CC, 화성상록GC 골프장 위치

- 동탄2신도시 최대 주거타운 및 마지막 계획지구

교통 환경

- 23번국도, 대로변 인접으로 동탄 시내권 이동 편리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용 수도권 이동 편리

- 반경 1km 內 동탄 트램 신동역(가칭,예정) 개통 예정

교육 환경

- 산경마을 內 초등학교 도보 통학 약 5분 소요 

- 사업지 인근 유치원·초·중·고교 예정 부지로 교육환경 양호

- 주거단지 밀집으로 인근 학원가 입점 예상

편의 시설

- 사업지 인접 상업시설 부지 위치로 편의시설 양호 예상 

- 반경 1km 內  신리천, 왕배산3호공원 등 생활 녹지 우수

- 동탄역(SRT), 롯데백화점 동탄점, CGV 차량 약 1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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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6

A107

유치원·초·중·고교(예정) 인접!! 트램역 예정!! 상업시설 인접!! 신리천 수변공원, 왕배산3호공원 등

신주거문화타운 內 학세권, 공세권, 상업권 등 최고의 입지 환경!!

■ 세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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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예정)

중학교(예정)

신리천 수변공원

트램역상권

동탄 A106 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블록 동탄 A107 블록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블록 동탄 A107 블록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7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동탄 A106 동탄 A107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6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6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7 블록

동탄 A107 

고등학교(예정)

화성상록GC

동탄 A106 블록 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블록 동탄 A107 블록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블록 동탄 A107 블록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7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동탄 A106 동탄 A107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6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6 BL 동탄 A106 BL어울림 파밀리에 데시앙 숨마

동탄 A107 블록

동탄 A107 

단지 앞 신리천 수변공원   I  왕배산3호 공원  I  단지 뒤 화성상록GC의 드넓은 청정 자연환경

단지 북쪽과 남쪽으로 
청정 자연과 함께 하는 에코라이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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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화성, 기흥 캠퍼스), 동탄 테크노밸리,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등

직주근접(職住近接)의 메리트까지!! 추후 가치상승 기대!! 

•2001년 10월 준공

•고용인원 약 25,000명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캠퍼스

•1984년 3월 준공

•고용인원 약 35,000명

•2015년 6월 준공

•입주 업체 363개사

•고용인원 약 10,277명

•입주 업체 4,500개사(예정)

•고용인원 약 200,000명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동탄 일반산업단지 동탄 테크노밸리 

지역 내 신규 주택 대기수요
삼성전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다수

동탄 테크노밸리 입주업체 추가 유치 中
종사자 대부분 화성 및 산업단지 인근 지역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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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성장 중!! 50대 이하 인구 비중 71%

젊음의 도시 동탄!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신도시 NO.1!!

동탄신도시 인구수 매년 증가!  14년 대비 173.8% 상승
( 22.02 기준 인구수 384,343명 / 세대수 148,464세대 )

경제주도계층인 30~50대 52.4% / 20세 미만 비율 27.1%
( 20세 미만 비율 → 전국 기준 16.4% < 동탄시 27.1% )

연도별 동탄신도시 인구수 현황 연령별 비율 현황

[출처 : 화성시청, 통계청] [출처 : 화성시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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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동탄신도시 내 신규 분양은 약 2만2천세대 불과, 공급 희소!!

신주거문화타운에 찾아온 2개 블록 1,256세대, 동탄2신도시 입성에 다신 없을 기회!!

12 ~ 17년 화성시 연평균 19,161세대 → 동탄 연평균 12,531세대 18 ~ 22년  화성시 연평균 14,888세대 → 동탄 연평균 4,572세대

동탄신도시 공급 집중 동탄신도시 외 화성시 공급 多

3,6173,617

762762 240240

1,0061,006

415415 500500 106106

2,3172,317

305305 00

[출처 : REPS114, 단위 : 세대]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동탄1신도시 개발 15년 이상 경과! 동탄2신도시 2015년 최초 입주(약 7년 경과)!!

[출처 : REPS114, 단위 : 세대]

당 사업지가 속한 신주거문화타운은 동탄신도시 內 

신축 아파트로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동탄테크노밸리4.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2.

문화디자인밸리 3.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5.

의료복합시설7.

신주거문화타운6.

커뮤니티 시범단지1.

1. 커뮤니티 시범단지

면적 1,072천㎡ (324,280평)

주요
계획

다채로운 커뮤니티 활동으로 
특화된 도심주거단지 조성

7. 의료복합시설

면적 267천㎡ (80,767평)

주요
계획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고품격 실버타운 조성

6. 신주거문화타운

면적 3,368천㎡ (1,018,820평)

지정
사유

한국적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주거단지

주요
계획

·  미래형 정주모델 및 주거가치 실현을 
위한 저탄소   시범마을, 한옥마을  조성

·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거단지 조성

2.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면적 1,500천㎡ (453,750평)

주요
계획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광역 업무 중심지 육성

4. 동탄 테크노밸리

면적 1,556천㎡ (470,690평)

주요
계획

 첨단산업 / 연구 / 벤처 시설이 
복합된 산업클러스터 구축

3. 문화디자인밸리

면적 2,011천㎡ (608,327평)

주요
계획

 국제적 예술,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 콘텐츠 / 디자인 산업 육성

5.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면적 1,635천㎡ (494,587평)

주요
계획

산척저수지와 어우러진 
레저·문화·쇼핑 복합 공간 조성

특화계획중 최대면적! 

자연녹지비율 上

주거쾌적성(낮은 용적률)

(블럭형)고급 단독주택

[출처 : 직방 ]

동탄신도시 마지막 주거타운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1) 주변 시세 대비 차익

(2) 토지 및 시공 원가 공개

(3) 물가 상승 및 건설비 상승 예상

(1) 대형평형의 희소가치

(2) 투기과열지구 內 내집마련 기회

(3) 타 지역에서도 당첨확률 UP

(1) 도보 통학 가능한 초·중·고 트리플 학세권

(2) 수변공원, 왕배산3호공원 등 자연녹지

(3) 중심상업지구 인접

(4) 트램역 개통 예정

(1) 청약통장 활용 마지막 기회 

(2) 동탄신도시 내 마지막 주거계획지구

(3) 단지 내 주차대수 세대당 1.85대

분양가 상한제

‘ 가격 경쟁력 ’
대형평형대 공급

‘ 청약 경쟁력 ’
공원, 학교, 상업, 교통

‘ 최고의 인프라 ’
마지막 특별계획지구

‘ 신주거문화타운 ’

합리적인 
분양가

걸어서 누리는 
One-Stop Life

추첨제
 50% 비율

신주거문화타운
A106·107BL

동탄신도시의 계속되는 가치 상승!!

왜 신주거문화타운 

A106BL 어울림 파밀리에, A107BL 숨마 데시앙이 기회인가?!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동탄 마지막 특별계획구역 신주거문화타운, 화성시 해당 지역 청약통장을 가치있게…

신주거문화타운 內 최고입지 A106 ·107BL…  마지막 청약 기회

동탄JC

신리IC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공사중)

동
탄
도
시
철
도
(트

램
) 예

정

동탄2신도시에 마지막 특별계획지구 신주거문화타운 

어울림 파밀리에와 숨마 데시앙이 분양하는걸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데, 공원이 많은 장점과 

단지 인근 초 · 중 · 고교가 개교 예정이라 

특히 취학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요.

지역 중개업소 의견 지역 전문가 FGI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쿠팡물류센터
동탄점정현고

청림초

견본주택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4-3

문 의
031)376-8840

※  본 홍보물은 단순 참고용 이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 및 이미지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 교통, 주변 개발계획 등은 
관계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는 무관합니다.

총 1,256세대 A107

A106 84㎡ 146세대,   99㎡ 494세대
99㎡ 496세대, 109㎡ 120세대616세대_

640세대_

시행 / 시공

검 색
문 의
031)376-8840동탄어울림데시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