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인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및 개발주체,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작, 편집, 인쇄과정상 오탈자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모델하우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설계공모한 투시도이며 실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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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고객등록 이벤트 진행

세종 2-4생활권 한신더휴 리저브
| 주상복합·상업시설 |

세        종,
새  로  운
시  대  의 
시        작

시행·시공

더휴
세종을 리저브
하다
한신은 세종시에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왔으며 

프리미엄의 새로운 역사를 써온 기업입니다.

한신은 자존심과 명성을 지켜온 회사로 

건설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층 더 발전된 모습과 혁신적인 프리미엄으로 

세종시에 새롭게 돌아옵니다.

1-3생활권 M8블록 
'한신休플러스 리버파크' 총 955세대

2-1생활권 P1구역   
'한신休플러스·제일풍경채' 총 2,510세대

1-2생활권 M2블록 
'한신休플러스 엘리트파크' 총 687세대

1-3생활권 L3블록 
'한신休플러스' 총 696세대

[ 2-4생활권 HO1, HO2블록 '한신더휴 리저브' 총 1,031세대 ]

| 한신공영 세종시 주요 실적 |

HO1- 661세대, HO2-370세대

84㎡ / 99㎡ 총 1,031세대  

이미지컷



※ 상기 지역도, CG컷, 이미지컷,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개발계획으로 시행 주체와는 무관합니다.

약 650,000㎡ 면적에 커뮤니티·

참여활동지구, 정원전시·관람지구, 

식물교육·연구지구로 조성되는 

도심형 국립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2021년 개장 예정) ➊

1층 700석, 2층 300석, 3층 200석 

등 약 1,200석 규모로 대형 오페라, 

뮤지컬, 발레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공연장

세종아트센터(2019년 완공예정) ➍

국립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문화 유산영상관, 디자인 

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 및 통합관리센터 개장 예정

국립박물관단지(예정) ➌

산책로 8.8km, 자전거도로 4.7km 

등 호수를 중심으로 한 5개 테마

섬으로 이루어진 세종시의 대표

적인 명소

세종호수공원 ➋

총 5개 블록으로 구성되는 스트리트

형 상가로서 세종시는 물론 서울 

및 수도권 등에서도 유입 가능한 

상권

어반아트리움(예정) ➎

세종의 정점에서
세종을 내려보다!

세종의 높이, 세종의 중심, 세종의 역사!

편리한 생활과 쾌속 교통망,

명품 교육 인프라

•  BRT 노선 및 사통팔달 간선도로망
•문화, 쇼핑, 행정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PREMIUM 03

세종시 최중심에서 누리는

랜드마크 프리미엄

•2-4 생활권을 압도하는 최고 48층 높이의 입체적 스카이라인
•설계공모 당선작의 자부심으로 만들어낸 차별화된 특화설계 

PREMIUM 01

호수공원과 수목원(예정)의 명품 조망권(일부세대)

걸어서 누리는 그린 프리미엄

•국립세종수목원(예정)의 탁트인 전망과 호수공원, 제천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
•단지를 연결하는 녹색수변공원과 풍부한 단지 내 조경

PREMIUM 02

  세종에 없던 명품 주거단지!

세종시 개발의 중심

중심상업지구 첫 관문 입지

•중앙행정타운과 중심상업지구 사이 중심상권 핵심 가치 
•세종호수공원, 세종아트센터(예정), 국립세종수목원(예정), 국립박물관(예정) 등 주요 인프라 인접

PREMIUM 04

고정수요 및 배후수요를 품은

차별화된 특화 상품성

•단지내 안정된 고정수요와 인접생활권의 풍부한 배후수요
•단지 및 수변공원 등 녹지축과 연계된 스트리트형 상가 

PREMIUM 05

향후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탁월한 미래가치

•백화점(예정), 어반아트리움(예정), 도시상징광장 등과 연계한 랜드마크 상권 형성 기대
•대형 개발계획 가시화에 따른 충청권 대표상권으로의 높은 발전 가능성

PREMIUM 06

세종 중심 상권의 첫자리!

세종시를 설레게 하는

PREMIUM

한신더휴 리저브

한신더휴 리저브

※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