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역 5분 역세권

HIGH-END PREMIUM HIGH-END LIFE
스카이 커뮤니티3룸 4베이

HIGH-END SPACE

하이엔드

하우스

잠실 프리미엄을 이어갈 시흥 첫 번째 엘프라임

청약통장

無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속도 빠른 쾌속교통망

서해선 신천역 도보 5분거리!
인천, 구로, 부천, 수원 등
주요 수도권 10분대 이동

생활 빠른 인프라

도보 1~2분 초등학교,
재래시장, 대형마트, 

메디컬센터 등 우수한 인프라

내일 빠른 미래가치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
개발 여력이 풍부한 환경으로 

미래가치 투자까지!

수익 빠른 임대수요

인근 대형 산업단지 
11만명 근로자의 배후수요!

풍부한 임대수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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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 높은 설계로 일상을 다르게 - 엘프라임, 하이엔드의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다!

신천에서 가장
희소가치 높은 

3룸 4베이 혁신설계

수도권 서북부 
교통환경을 개선할 

인천 2호선 연장(예정)

도보 5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해선 신천역 초역세권

인천부터 서울까지 
쾌속 연결되는 

제2경인선(추진예정)

24층 높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산업단지 약 11만명의 
배후수요를 품은 

독보적인 투자가치

잠실에서 검증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엘프라임의 자부심

주거부터 투자, 미래까지 찬란한

HIGH-END
PREMIUM

시흥센트럴
푸르지오

소래
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삼미시장

신천육교삼거리 수인로
1

2

3

4

6

신천사거리
5

신천동 문화의 거리

신
천

역

 

 |

 홍보관| |

현장| |

총 152실 [69㎡ ~ 82㎡]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명시된 모든 개발계획은 관계기관 혹은 관계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천동에서 희소가치 높은 

전 타입 3룸 4베이 최신 설계로 

아파트 그 이상의 주거 만족을 

선사합니다.

이미지컷

탁 트인 공간에

유니크함을 더하다!

지하 5층~지하 1층 및 

지상 2층~지상 5층에 주차장을 

설계하여 주차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총 184대(세대당 1.2대)

넉넉한 설계에

편리함을 더하다!

24층 높이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옥상정원과 스카이 피트니스로 

품격까지 높입니다.

특별한 여가에

우월함을 더하다!

다양한 스토어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을 1층에 계획하여 

단지 안에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원스톱 라이프에

완벽함을 더하다!

이미지컷

이미지컷이미지컷

시행  (주)영흥이앤씨 시공  (주)대저건설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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