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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가곡리 전원주택(펫빌리지)  |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전원주택 분양 가이드북

“개 키우는 사람은 

         집 구조부터 다르다 ! ”



대한민국 최초를
이어가는  
반려견 전원주택단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꿈의 주택단지, 

용인에 이어 두번째로 

남양주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단지 개요

Research of Pet’s housing

사    업    명	 남양주 가곡리 반려견 전원주택

  (펫빌리지) 신축공사

사업지 위치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 16-1

지역 및 지구	 보전관리지역

사업지 면적	 16,708㎡ (5,054평)

단  지  규  모	 단독주택 32세대

주택분양평형  

및 대지면적 

	 		 	1 샘플하우스 3월 초 OPEN 예정

   2 모든 세대 2개층으로 구성. 다락방은 옵션사항(10평~15평)

부  대  시  설 	 ●	단지 초입에 경비실 설치

  ●	단지내 자체 방범설비(CCTV 등)

참  여  업  체	 ●	시 행 및 시 공 : (주)소현산업개발

  ●	기              획 : (주)반려견주택연구소

  ●	토  목  설  계 : (주)현서측량설계

  ●	건  축  설  계 : (주)현건축사사무소

  ●	인테리어 설계 : (주)이림어소시에이츠

  ●	친환경 에너지 디자인 설계 : (주)에코다 

	 	 	 	▶	국내 유일의 EMS(에너지 저감) 솔루션 보유 업체

건축평형(평) 31평형 33평형 35평형 40평형 45평형

대지면적(평) 128~133 135~145 158~167 171~179 194~242

분  양  가(억) 4.1 ~4.2 4.4~4.5 4.9~5.1 5.4~5.6 6.1~7.0



강남 못지 않은
학군! 
단지와 가장 가까운 

400미터 거리에

가곡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나머지 각급 초·중·고교는 

5km이내에 자전거로

1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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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빌리지

심석고등학교송리중학교

가곡초등학교는 펫빌리지 근방
화도초등학교

마석초등학교

창현초등학교

마석중학교

마석고등학교

남양주 가곡리 펫빌리지주변 학교  위치도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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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시설,
10분 이내의 거리에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GS슈퍼마켓

원병원 메디닥터빌딩 이승호정형외과

체육문화센터 화도읍사무소 화도도서관

오렌지팩토리 롯데시네마 마석5일장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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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빌리지

가곡리출발점

너구내고개 교차로

운수교차로

현 왕복 2차선에서 

왕복4차선으로 확장
(제2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까지)

편리한 단지 주변 
교통여건, 

단지 전면도로가 현재 

왕복 2차선도로이나 

4차선도로로 확장되어 

남쪽으로는 너구내고개까지, 

북쪽으로는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주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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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리 분양 교통정보

•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20년까지 전체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개통이 되면 단지에서 900m 거리로 서울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됩니다.

•	승용차로는	잠실롯데월드타워까지	30분대, 하남의 스타필드까지도	25분 정도의 특급 

교통망이	가능해집니다.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특급 교통망,
전망좋은 남향의 경사지에 위치한 

‘핫플레이스’ 펫빌리지는 

주변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으며,

남양주 내에 반려견 관련 각종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

Research of Pet’s housing



배치도 및 외부투시도

| 외부투시도

평면도 및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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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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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및 투시도
35평형(35.5평)

| 1층 평면도 (16.8평)

1층
 
• 거실

• 주방

• 공용욕실

• 다용도실



평면도 및 투시도
35평형(35.5평)

| 2층 평면도 (16.8평)

2층 

• 마스터룸

• 침실1

• 침실2

• 수납공간

  5가지 분양건축평면 중 선택 가능

  기존 설계 평면의 조정 가능

평면도 및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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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주택연구소가 드리는 
특별한 KNOW-HOW
아래의 사항외에도 반려견주택연구소만의 특별한 Solution이 적용됩니다.

반려견의 슬개골 탈골 등 관절 관련 질환을 일으키는 건축마감 및  

미끄럼 방지 코팅 적용(기본사항)

반려견의 건강에 좋은 벽난로 설치 가능
(옵션사항)

거실의 천정 매입형 냉방기(무풍) 적용
(변경가능)

주방은 일반 사제품이 아닌 브랜드 제품(에넥스) 기본 적용 
(변경가능)

산책을 즐겁게 해주는 세족시설(현관 옆)은 적용
(기본사항)

반려견의 동선을 원활하게 해 주는 펫도어 
(옵션사항)

펫빌리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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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빌리지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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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주택(펫빌리지)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설계

            | 반려인과 반려견의 행복한 공생을 위한 냉난방 시스템

            | 하루종일 집지키는 반려견을 위한 친환경 환기 시스템



펫빌리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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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주택(펫빌리지)
공사현황 및 전경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단지의 모습 밑에서 올려다본 단지 전체의 모습

단지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바라봐도 전망은 굿! 남향을 바라보는 단지여서 겨울에도 굿!!!



단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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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련 사항

      분양 건축면적 및 대지면적

건축평형(평) 31평형 33평형 35평형 40평형 45평형

대지면적(평) 128~133 135~145 158~167 171~179 194~242

분 양 가(억) 4.1 ~4.2 4.4~4.5 4.9~5.1 5.4~5.6 6.1~7.0

세 대 수 7세대 7세대 12세대 3세대 3세대

      분양대금 납입

분  류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   타

금  액 10% 40% 50% 청약은
분양대금의 1%시  기 계약시 골조 완료시 입주시

      세부사항  1. 단지 초입의 경비실 설치

  2. 실입주금은 분양대금의 약 50% 정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

        자금이 부족하신 분은 별도 협의 바랍니다.    

    3. 원하실 경우 기존평면에서 평면조정 가능

                  (면적이 같을 경우 금액변동 무)

  4. 32세대 모두 수분양자에게 각각 개별등기

  5. 샘플하우스 - 5월초 OPEN 예정

  6. 단지내 도시가스 도입

  7. 2018년 7월 초부터 입주예정

 

      분양문의 및 상담  담당자_  

    박준규 이사  010-3255-1331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전원주택 분양 가이드북

 |  남양주 가곡리 전원주택(펫빌리지)  | 

(주)반려견주택연구소

" 반려견과의 행복한 일상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