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현 뉴타운 일대 매머드급 명품단지

하반기 1만3325 가구 공급

서울·수도권에서만 5232 가구 분양

대림산업은 북아현 뉴타운 1-3구역에 

들어서는 2000여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아

파트 ‘e편한세상 신촌’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 동 

총 2010가구 규모로 이 중 725가구(전용 

59~114㎡ 아파트 625가구, 오피스텔 전

용 27㎡ 100실)가 일반에게 공급된다.

‘e편한세상 신촌’은 아현역 주변으로 2만 

4천 가구가 들어서는 강북권 최대 도심재

생사업의 중심에 있다. 

아현역 주변은 지난해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고 수천 가구에 이르는 새 아파트들

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서울 도심권을 대표

하는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e편한세상 신촌의 장점으로는 직주근접

형 입지를 꼽을 수 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오개역을 이용

하면 시청까지 두 정거장, 광화문까지 세 

정거장, 여의도까지는 네 정거장이면 이동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바로 앞에 서울역, 강

남 등 주요지역으로 연결되는 버스중앙차

선 정류장 및 도로망이 편리하게 연결돼 서

울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하다.

풍부한 배후수요도 강점이다. 이화여

대·연세대·서강대·경기대·추계예술

대 등 대학가가 즐비해 학교 종사자와 학생 

등을 배후수요로 가지고 있다.

또 신촌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신촌·홍대 대학가 상권과 광화문 주

변 서울 중심상권도 지척으로 뉴타운의 최

대 장점인 편리한 생활편의 시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추계초, 경기초, 

대신초, 북성초, 한성중, 한성고, 중앙여중, 

중앙여고 등이 단지와 가깝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 같은 아파트를 만

들기 위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한 점

도 돋보인다.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에 따

라 조도가 조절되는 LED 자동 제어 시스

템도 지하주차장에 도입해 에너지를 절감

했다.

각 가정에는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쌍

방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입

주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에너지 소비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본보기집은 2호선 아현역 1번 출

구 앞에 마련됐다. 

2017년 03월 입주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계약은 26~28일 진행

된다. 

자세한 사항은 e편한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 신흥도심 생활특구 중심입지

시청·광화문·여의도 업무지구 ‘10분’

에너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비 절감

A132015년5월8일

                     명예의 전당

2015주택브랜드대상    

대림산업은 올해 실적 개선을 위해 주

택사업 비중을 대폭 늘렸다. 올해에만 지

난해(약 1만5881가구)보다 약 54% 늘어

난 2만451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7154가구다.

5월11일 현재 수지·북아현·서창·

묵1·다산진건지구 등서 6596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에만 1만79176가구

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월별로는 5월 11일 이후 평택 신흥에

서 1398가구, 오산세교 2050가구, 옥수 

13구역에서 1976가구를 분양한다.

6월에는 광주 쌍동리에서 859가구, 

양주 옥정에서 761가구를 공급할 예정

이다. 7월에는 부산 사하에서 935가구

를 분양한다. 이어 9월에는 포항 장성에

서 2388가구의 대단지를 선보이며 서울 

금호동에서도 1330가구를 공급할 예정

이다. 

10월에는 신반포 한신5차아파트를 재

건축해 59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화

성 동탄2신도시에서도 1526가구를 분

양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용인 남사에서 

1020가구를 분양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일정에서 밀린 천안신부 1235가구, 보

령동대 683가구, 속초동명 497가구 등

도 분양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수도권 물량이 

많다는 점이다. 하반기에도 금호15구

역·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 등을 분양

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사업

이 안 좋았으나 분양시장이 활황기를 맞

이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출 비중을 늘렸다”며 

“올해에도 신규주택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돼 분양실적을 통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신촌

■분양 일정

 
연번 공급시기 사업지명

                            가구수 

    전체 당사 일반분양

 4 미정 천안신부 1,235   865 

 6 미정 보령동대  683   683 

 7 미정 속초동명  497   348 

 9 5월 평택 신흥 1,398  1,398 

 10 5월 오산세교 2,050   70 

 11 5월 옥수13 1,976   114 

 12 6월 광주 쌍동리  860   860 

 13 6월 양주옥정  761   761 

 14 9월 포항 장성(1차분) 2,388  2,388

 15 9월 금호15 1,330  202 

 16 10월 한신5차  595   41 

 17 10월 화성동탄2 A45 1,526 1,526 

 18 12월 용인 남사(1차분) 1,020  1,020 

 합   계    16,319  10,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