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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예쁜집’ 이라는 우리말 합성어로 

   보람종합건설의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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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터 

진해만 조망
(Atype : 천자봉 조망)

전 세대 22형의 

소형평형 구성
→ 투자가치 우수

최대 5unit의 

서비스 면적 적용
→ 실제 이용 면적 극대화

세대 

정남향 배치
(Atype 동향)

기본 발코니 확장 

및 붙박이장 설치
(Atype 반침 추가 설치)

최고의 입지 + 소형평형 = 더블 프리미엄!

·사 업 명 : 진해 경화 보람아름채 CITY 신축공사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908번지외 5필지  ·지역 :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 799.00㎡  ·건축면적 : 368.85㎡  ·연면적 : 2,843.98㎡

·건폐율 : 47.97%  ·용적율 : 304.88%  ·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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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 Traffic (위치/교통)

경화시장

진해남중롯데마트

안민터널

에너지과학공원

롯데시네마 장복초교 분양사무실

신주거 중심 - 완벽한 생활 인프라

•쇼핑 프리미엄

   -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시네마, 

경화시장, 도보 10분거리 이내 

•교육 프리미엄 

  - 장복초교, 경화초교, 진해남중, 진해중앙고,

진해세화여고 도보 10분거리 이내 

•교통 프리미엄 

  - 안민터널 1분이내, 마창대교 5분이내 진입, 도청

 10분거리, 시청 15분거리, 사통팔달의 교통요지

롯데마트 7분 롯데시네마 5분

경화시장 1분 하나로마트 7분

장복초교 3분 홈플러스 3분

장
복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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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ystem 안전한 우리집!

•무인택배시스템

   - 편리함과 안전을 동시에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HD급 CCTV 시스템

   - 140만 화소급 고화질 실시간 녹화

•공동 현관 무인경비 시스템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방범효과 / 관리비 절약)

•현관 디지털 도어록

   - 세대별 비밀번호 / RF카드이용

Healty System 건강한 주거의 완성!

•완벽한 층간소음 완충시스템

   -   210㎜ SLAB + 30㎜ 층간소음재 적용

      (기존 : 150㎜ SLAB + 20㎜ 층간소음재)

•친환경 마감재

   - LG하우시스 벽지와 마루 시공

Energy System 에너지 절약 + 환경지킴이

•전체 조명 LED(코콤) 적용

   -    단위세대 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계단, 주차장 등)

•일괄소등스위치 및 대기 전력차단 콘센트 적용

   - 세대내 조명을 스위치 하나로 차단 / 전기절약

•각 방 제어식 1등급 보일러 시공

   -   린나이 디지털 보일러 + 각 방 제어식 조절기

•현대 E.V(주)의 고효율 제품 적용

Digital System 편리한 생활의 시작!

•홈오토시스템

   -   7인치 매립형 거실 월패드 설치

•원격검침시스템

   - 전기, 수도, 가스 등 외부 검침

•에어컨 배관시스템

   -    안방(벽걸이), 거실(스탠드 에어컨) 슬리브 배관

시멘트 모르타르 30mm

THK40 기포 CON`C

THK30 층간소음재

210mm CON`C SLAB
LG 하우시스 마루

Aremche System (아름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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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구. 22.11형) 

전용면적 : 49.67㎡

주거공용 : 23.41㎡

공급면적 : 73.08㎡

Aremche 평면안내

✽ 본 분양면적표 및 3D, 2D 도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시공과 계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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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ype (구. 22.11형)

전용면적 : 49.84㎡

주거공용 : 23.25㎡

공급면적 : 73.09㎡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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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ype (구. 22.04형) 

전용면적 : 49.94㎡

주거공용 : 22.86㎡

공급면적 : 72.80㎡

Aremche 평면안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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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ype (구. 22.16형)

전용면적 : 49.77㎡

주거공용 : 23.34㎡

공급면적 : 73.11㎡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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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Room 행복 가득한 가족공간

•현관 대형 신발 수납장

•현관 디지털 도어록

•120W LED 거실등

•우물천정 및 대형 아트월

Bed Room 아늑한 나만의 휴식공간

•하이그로시 붙박이장

•고급 레버식 창호손잡이

•KCC / PNS 발코니 창호 시공

Dining Room 주부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3구 동양매직 가스레인지 / 고급형 렌지후드

•고품격 주방상판과 주방가구

•일체형 냉장고장 설치

•김치냉장고 별도 공간 구성

Bath Room 이것이 바로 호텔식 화장실

•세련된 샤워부스 및 해바라기 샤워기

•돔일체형 천정 설치

•다비넷 / 대형거울 수납장 시공

인테리어! 이제 소비자가 직접 선택 합니다. - 추가 비용 없음

   - 각 실(거실제외) 벽지 선택 (3중 1택)        

   - 안방(붙박이장 공간내 파우더 설치) 파우더 선택 가능

   - 욕실내 욕조 선택 가능 (기본 샤워부스)                     

Aremche Interior (아름채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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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회사가             를 만듭니다!

진해 석동 보람 더 - 좋은 APT 진해 경화 보람 더-좋은 큐브 APT

보람종합건설(주) 최근 건설공사 실적 현황

창원 구트병원빌딩

진해 이동 보람 더-좋은 퍼스트 APT

거제 JK 리조트

마산 석전 보람 아름채 APT



위치안내도

•시행, 시공 : 

•분      양 : 대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분양552-8001
010-4728-6080

055)

분양관련 정보는 보람종합건설(주)의 홈페이지 www.brcon.c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서 보람종합건설을 검색해 보세요!

분양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