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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아껴둔 자리. VINE 845에 

세상이 아껴둔 명사 17분만을 모십니다



소길리
제주가 살고 싶어하는 생활,
제주가 갖고 싶어하는 가치!

전 세대 남향배치와 너른 통창으로 제주의 햇살을 마음껏 누리도록,
자동게이트와 보행자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내부 계단과 통한 넓은 옥상공간, 단지 옆 공원 및 텃밭에서 
풍요로운 생활과 작은 음악회 등 문화생활을 나눌 수 있도록,
단지 앞 카페테리아에서 브런치와 와인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  
오직 17세대만을 위한 배려, VINE845.   

단 지  면 적 총 6,005㎡ 
단 지  동 수 총 17동 (1차 단지 9동, 2차 단지 8동)
대지전용면적 세대별 245 ~ 320㎡
대지분양면적 세대별 325 ~ 386㎡
건물분양면적 A-type 94.26㎡ / B-type  97.02㎡ / C-type 98.22㎡ 
용도 및 층수 단독주택 지상 2층 
구             조 내진설계가 적용된 안전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내부계단으로 옥상 활용가능한 구조. 

※ 본 제작물의 사진,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길리 
창을열면우뚝솟은한라산이보이고
집을나서면편리한생활이가득한곳!

•제주도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 소길리 
•제주공항에서 15km의 편리한 접근성
•신제주 중심상업지역 15분으로 탄탄한 생활기반시설

(이마트, 롯데마트, 제주대학병원, 한라병원 등)  
•영어교육도시까지 22km로 통학 가능한 위치
•한국 마사회 직영 대규모 ‘렛츠런파크제주’ 5분
•곽지해수욕장 및 엘리시안, 블랙스톤, 라온 등 20분내 골프장 8개 인접

※ 본 제작물의 사진,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층별 전용 면적 확장 후 실내 면적 테라스 / 발코니 바랜다 면적 옥상 면적

1층 55.38 68.94 16.24

2층 38.88 47.88 9.48

옥상 48.00

Total 94.26 116.82 25.72 48.00

•높은 거실 층고로 시원한 공간 연출
•곳곳에 넉넉하게 비치된 수납공간

(현관창고, 다용도실, 계단실 창고 등)
•거실천정 환기 휀 설치 (호주산, 리모콘 작동)
•가변형 벽체로 거실 공간 확장, 다양한 공간 활용
•2층 방 2개에 전용 발코니 배치
•리모콘으로 조절되는 모든 방 조명

AType | 5세대 |

※ 본 제작물의 사진,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A-Type 1F A-Type 2F

(면적단위: ㎡)

1F 2F RF



•가족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넓은 2층 베란다 
•곳곳에 넉넉하게 비치된 수납공간 

(현관창고, 다용도실, 계단실 창고 등)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넓은 활용면적
•모든 방, 거실 조명까지 리모콘으로 조절 

BType | 9세대 |

※ 본 제작물의 사진,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B-Type 1F B-Type 2F

층별 전용 면적 확장 후 실내 면적 테라스 / 발코니 바랜다 면적 옥상 면적

1층 53.10 65.34 11.71

2층 43.92 52.92 13.44

옥상 40.00

Total 97.02 118.26 25.15 40.00

(면적단위: ㎡)

1F 2F RF



•높은 거실 층고로 시원한 공간 연출
•현관에 들어서면 보이는 작은 정원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넓은 활용면적
•넓은 2층 안방과, 전용 발코니
•리모콘으로 조절되는 모든 방 조명

CType | 3세대 |

※ 본 제작물의 사진,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C-Type 1F C-Type 2F

층별 전용 면적 확장 후 실내 면적 테라스 / 발코니 바랜다 면적 옥상 면적

1층 56.55 71.31 16.31

2층 41.65 51.03 6.36

옥상 45.00

Total 98.22 122.34 22.67 45.00

(면적단위: ㎡)

1F 2F RF



크기는 작지만 행복은 거대한 단지 -
그 행복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살피겠습니다

VINE845 Special System

|  단지입구부터 시작되는 보안관리 시스템  |
차량 자동 게이트는 물론 보행자 게이트가 따로 설치되어 입주민을 지켜주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공용도로부분에는 사각지대 없는 CCTV가 설치되어 예방보안은 물론, 사후 보안관리까지 가능한 외부보안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외부인까지 통제되는 외부보안시설은 일부 프리미엄 공동주택에만 채택되어 있으며, VINE845 보안관리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  첨단 스마트 제어 시스템  |
입주민이 관리인 없이도 단지 내·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자동게이트, 보행자 출입문, 세대 현관문 제어가 가능한 삼성SDS Cloud system을 
적용하여 입주민의 사생활보호와 편리성은 물론 저렴한 공용관리비까지 선물합니다.

|  즐거운 어울림을 위한 다양한 배려  |
단지 옆 공원과 입주민을 위한 텃밭은  작은 음악회 등 문화공간과 바비큐 파티 등 어울림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단지 입구 
VINE 845 Bar & Guesthouse에서는 간단한 조식과 브런치, 와인 바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손님들이 쉬실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6실도 운영됩니다.  



■본 제작물에 표기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 가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
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작물의 사진,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표시된 시공 혹은 설치되는 제품들은 공
급업체의 사정, 품질 및 공사일정 등의 사유로 동급 혹은 상급의 타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본 제작물에 표시된 수치와 면적 그리고 내용들은 시
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옆 문화공간은 도유지로 2020년 6월
까지 사용권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시행 (주)섬포엠·(주)섬코포레이션    
시공 두조원 E&C(주)    
PM (주)다담하우징
기술지원 (주)컴포텔
설계 건축사사무소 연건축 강문종·이엘디자인 김지수·

(주)크래프트건축사사무소 구승회   
분양문의 010-8451-0845

제주도청

한라수목원
제주아트리움

렛츠런파크제주

제주러브랜드

검은오름

일불동산

항몽유적지

이호태우해수욕장

노형5거리

제주국제공항

vine845
타운하우스효리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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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E845
Culture space

VINE845
Bar & Guesthouse

※ 옥상 데크와 파라솔은 입주자분들의 취향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1층 데크는 기본설치입니다.

vine84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