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트하우스 건물 및 외관은 실제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그림과 기재된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위치 _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313-111 일원

문의 1577-6574

양지 발트하우스 4차

마음에 둔 자리에, 마음에 든 집을 짓다   |



당신을 위해 세상이 비워둔 특별한 여백으로...

양지 발트하우스 4차

마음에 둔 자리에 마음에 든 집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

획일화 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여유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집

당신을 위해 세상이 비워둔 조금은 특별한 여백

그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02  |  03※ 발트하우스 건물 및 외관은 실제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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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관용, 나눔, 겸손...

마음을 열어주는 다양한 가치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듯,

-

발트하우스는 담을 없애고

하늘과 땅, 숲과 사람에게  

열려있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가 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당신의 열린 마음이 짓는 가장 이상적인 집 - 

이곳은 용인 발트하우스 4차입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집을 짓다

WALDHAUS
IntroductIon

※ 발트하우스 건물 및 외관은 실제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WALDHAUS
IntroductIon

물과 빛, 바람과 구름
그리고 마음을 담은 
커뮤니티의 중심, 클럽하우스

WALDHAUS
clubhouse

비슷한 스타일,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한 순간의 쉽게 사라지는 유행이 아닌

자연의 변화를 존중하는 디자인 철학을 담았습니다.

-

일상의 휴식과 여유를 위한 최상의 배려 - 

이곳은 발트하우스의 중심이자 상징이 되는 

클럽하우스입니다

물과 빛, 바람과 구름

그리고 마음을 담은 

커뮤니티의 중심, 

클럽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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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Yangji Waldhaus

Yangji, Korea / Club House
Site Area: 1,307.04㎡/BLDG Area: 235.49㎡
Structure: RC+S/Exterior Finish: Exposed 
Concrete, Glass
ITAMI JUN ARCHITECTS+ITM
-
Photograph by Sato Shinichi'

발트하우스 클럽하우스 설계

제주포도호텔
핀크스CC클럽하우스 설계

이타미준 건축연구소, 일본 도쿄 출생

무사시 공업대학 건축학과 졸업

슈발리에 훈장, 무라노도고상

주요저서
이조의 민화, 조선의 건축과 문화,

한국의 건축과 예술,

돌과 바람의 소리

주요작품
제주도 핀크스CC클럽하우스,

제주도 포도호텔, 제주도 비오토피아,

온양 미술관, 조각가의 스튜디오,

석채의 교회, 학고재 미술관,

게스트하우스 올드 앤 뉴

Hermitage Of lnk, India Ink House

이타미준

※ 본 이미지는 양지 발트하우스 내 클럽허우스이며, 이타미 준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삶, 그리고 쉼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의 기준에 맞췄습니다.

-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편안함과 품격,

발트하우스에서 누려보십시오

하늘처럼, 

나무처럼,

다만 그대로의 모습을

조용히 보여주다

WALDHAUS
prIvIlege

08  |  09※ 발트하우스 건물 및 외관은 실제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WALDHAUS
lIFe

자연을 향해,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삶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교감하는 것,

-

경제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깊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삶의 진정한 멋을 

향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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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DHAUS
lIFe

※ 발트하우스 건물 및 외관은 실제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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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하우스의 투자가치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벗하는 생활 속에 이웃과 어울리고,

여유와 휴식을 누리는 삶!

-

그 삶 속의 다양한 가치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투자가치가 공존하며 성장하고,

더욱 빛나는 가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남다른 

삶의 가치만큼

남다른 

투자 가치를 소유하다

WALDHAUS
value

바람과 함께 떠나는 

일상의 짧은 숨 고르기 -

이를 통해

나의 영혼은 휴식하고,

나의 삶이 조율된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입니다.※ 발트하우스 건물 및 외관은 실제 현장을 촬영한 것입니다. 



Lee, YoungJo

WALDHAUS
proFIle

집은 어떠한 형태, 어떠한 스타일이든지 집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집의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어긋난 과장된 표현과 요소들은 배제하고 군더더기 없는 솔직 담백한 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back to basic

㈜BP ARCHITECTS 대표이사

미시간대학교 건축도시계획 석사

대표작품

플레이스캠프제주, 루시드 에비뉴, SK Ⅱ BOUTIQUE SPA, 

지산발트하우스,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논현 Lafollum, 

테디밸리골프앤리조트 콘도 미니엄 외 다수

이영조

Won, Youmin

Jo, Janghee  

원유민, 조장희 두 명의 파트너가 이끄는 젊은 건축사무소 JYA-RCHITECTS,

네덜란드와 한국에서 각기 다른 건축환경과 경험들을 공유하고 교합하여 현재의 건축환경 안에서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3년에  젊은 건축가상을 역대 최연소로 수상, 단독주택부터 쉐어하우스, 코하우징(Co-Housing),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TBC 방송국(Tanzania)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진행.

JYa-rchItects 

2007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2007 POSCO A&C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

2012 JYA-RCHITECTS 공동설립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

공동대표 

한국 건축사 (KIra)  

행정복합도시 공공건축가조장희

2007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2010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Technology University of Delft) 졸업

2010 VMX Architects in Amsterdam office 에서 실무 

2012  JYA-RCHITECTS 공동설립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

공동대표 

네덜란드 건축사 (ba)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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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손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은 디지털 기술입니다.

드론, VR 카메라를 이용한 심도있는 대지 분석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빠른 스터디 디자인 등

아날로그 디자인 프로세스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ee, SeungJune

analog with digital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학위를 받고 SKM Design에서 13년간 실무를 하였다.

현재 RNK Design 대표, AQ Design 소장, Hilton 등록 건축가, 한국건축가협회(KIA) 회원,

정선군 문화관광과 자문위원으로 국내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표작품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아난티 클럽 서울,

아난티 코브 (아난티 펜트하우스 해운대, 힐튼 부산)

아난티 금강 골프 & 온천 리조트

필리핀 클락 D’heights 리조트 & 카지노 마스터플랜

필리핀 클락 D’heights 힐튼 호텔

이승준

WALDHAUS
proFIle

2003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995 – 2003 (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대표

1991 서울건축

1990 S.O.M Chicago

1989 M.Arch. Univ. of Michigan, U.S.

1987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졸업

김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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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건축가의 작품을 넘어서는, 하나의 세계이다

주택이 진정한 ‘집’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곳에 누군가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거주를 통해서 비로소 ‘집’이 된 공간은 거주의 세월이 누적되면서 ‘집’으로서 성장한다.

philosophy

대표작품

이우학교, 이화외고 비전관, 세계장신구 박물관, 롯데부여리조트, 

양지발트하우스, 문학동네, 소율, 판교주택 연작 20 Projects

Kim, SeunghoY



보다 특별한 단지 내 편의시설
- 입주민 파티 및 골프 모임 등 수준 높은 커뮤니티
- 게스트하우스, 운동실 등 다양한 편의공간 조성
- 차별화된 단지관리와 세대별 잔디 및 조경관리 제공
- 입구 경비시스템, CCTV, 세대별 보안 등 3단계 보안시스템

생활 편의시설이 우수한 주거환경
- 주변지대보다 높은 고지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근경과 원경자랑
- 발트하우스 1~3단지 고급 주택단지로 조성
- 이마트, 세브란스병원, 문화, 복지, 행정타운 등 편의시설 
- 혁신 초등학교인 제일초등학교와 용동중학교 인접

어디로든 통하는 편리한 교통환경
- 강남에서 약 40분, 분당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
- 영동고속도로 양지IC 및 중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양지~포곡간 고속화도로(예정)
- 42번 국도, 17번 국도 등 빠르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

풍부한 레저 / 문화시설
- 양지 파인리조트, 지산CC 등 인근 20여개 골프장
- 승마장, 낚시터, 스키장 등 다양한 레져시설
-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호암미술관, 경기도 박물관, 용인 8경의 명승지 등

서울과 이웃하고, 

자연과 벗하는

편리한 생활과 

풍요로운 여유가 교차하다

WALDHAU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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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역도는 개발예정 사항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로망 및 구획 등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No. 
필지
NO. 

대지분양면적 공용면적 전용면적 건축면적 

m2 평 m2 평 m2 평 m2 평 

1 501  981.30  296.84  338.30  102.3  643  194.5  150.91  45.65 

2 502  857.69  259.45  295.69  89.4  562  170.0  150.91  45.65 

3 503  857.69  259.45  295.69  89.4  562  170.0  150.91  45.65 

4 504  857.69  259.45  295.69  89.4  562  170.0  150.91  45.65 

5 605  732.54  221.59  252.54  76.4  480  145.2  150.91  45.65 

6 606  732.54  221.59  252.54  76.4  480  145.2  150.91  45.65 

7 607  732.54  221.59  252.54  76.4  480  145.2  150.91  45.65 

8 609  773.75  234.06  266.75  80.7  507  153.4  150.31  45.47 

9 610  773.75  234.06  266.75  80.7  507  153.4  150.31  45.47 

10 611  773.75  234.06  266.75  80.7  507  153.4  150.31  45.47 

11 612  712.71  215.59  245.71  74.3  467  141.3  150.91  45.65 

12 613  703.55  212.82  242.55  73.4  461  139.5  150.91  45.65 

13 707  847.00  256.22  292.00  88.3  555  167.9  185.12  56.00 

14 801  921.79  278.84  317.79  96.1  604  182.7  185.69  56.17 

15 802  793.59  240.06  273.59  82.8  520  157.3  185.69  56.17 

16 803  793.59  240.06  273.59  82.8  520  157.3  185.69  56.17 

17 804  1,007.25  304.69  347.25  105.0  660  199.7  299.04  90.46 

18 805  1,007.25  304.69  347.25  105.0  660  199.7  299.04  90.46 

19 806  1,007.25  304.69  347.25  105.0  660  199.7  299.04  90.46 

20 807  848.53  256.68  292.53  88.5  556  168.2  185.69  56.17 

21 811  763.07  230.83  263.07  79.6  500  151.3  185.69  56.17 

22 812  763.07  230.83  263.07  79.6  500  151.3  185.69  56.17 

23 813  1,007.25  304.69  347.25  105.0  660  199.7  299.04  90.46 

24 814  1,007.25  304.69  347.25  105.0  660  199.7  299.04  90.46 

Total  20,256.39  6,127.56  6,983.39  2,112.5  13,273  4,015.1  4,603.59  1,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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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차

(분양완료)

4차

(분양예정)

WALDHAUS
토지이용계획도

WALDHAUS
필지 면적표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예정 사항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로망 및 구획 등이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건축면적은 분양자의 의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WALDHAUS
epIlogue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남다른 삶을 영위하게 될 집이기에 -

각기 다른 개성과 철학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디자이너들이 함께 합니다.

-

당신의 생각과 디자이너의 철학이 만나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이상적인 집,

용인 발트하우스 4차에서 만나보십시오.

디자이너의 영감이 
깃든 집을 짓다

선 하나, 면 하나에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이 원하던 삶이란, 

그리고 집이란, 

이런 것이 아니냐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마음에 둔 자리에

마음에 든 집을 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