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청년하우스

대전청년하우스는 대전 청년들만을 위한 Social 

Apartment로, 개인 주거 공간은 물론 함께 사용
하는 라운지, 커뮤니티 프로그램, 생활 밀착 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주거 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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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하우스
"따로, 또 같이"

Community Space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유공간Space

*사용된 사진과 그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eeting Room

고사양의 영상, 음향 장비 등이 갖춰진
회의 및 커뮤니티 공간

Fitness Room

다양한 최신 운동기구들로 세팅된
휘트니스 공간

Relax Room

안마의자 등 릴렉스 서비스를 통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

Laundry

전문 세탁 장비들과 세제가 모두
갖춰진 편리한 세탁실

Study Lounge

주변의 방해 없이 업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 

Kitchen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 공유주방

GX Room

요가나 필라테스 등 전문 강사의
지도가 가능한 체력 단련실

Lounge

큐레이션된 책들이 가득한 서가로
거실 같은 편안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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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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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9층

6,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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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

042 - 863 - 2030

youthhouse.d@gmail.com

      youthhouse_d        대전청년하우스

대   상 
· 개인 (청년근로자)

· 단체 (중소기업만 해당)

보증금 1,000,000원

임대료
275,000원
(부가세 포함)

관리비
20,000원

인터넷 및 보안 등 이용료

공과금
별도

(전기, 가스, 수도 등)

*부가세 감면 추진중에 있음



Service & Program

보안 서비스
입주자 카드 출입통제 시스템으로 안심 서비스 제공

무인택배함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편리한 무인 택배 시스템

스낵바와 편의점
간편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 판매

라운지 카페
좋은 원두로 추출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제공

주거의 편리함이 극대화된 컨시어지 서비스Service

그룹 PT 프로그램
바쁜 일상 속 건강을 책임지는 PT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청년하우스 입주자만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입주민 커뮤니티
나만의 개성과 취미, 특기를 살려 직접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새롭고 특별한 프로그램Program

4가지의 룸 타입
대전청년하우스에는 4가지 타입의 창문이 있습니다. 
가구 레이아웃을 창문 타입에 맞게 재구성 하실 수
있습니다.

Full Window Type Half Window Type

Balcony Type Cozy Window Type

*대전청년하우스는 대전에서 가장 멋진 윈도우 뷰를 가진 곳입니다.

Friendly House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보세요.

Smart House

복잡한 월세 납부부터 공용 시설 예약까지
‘그라운드노트’ 앱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Joyful house

대형 복합 쇼핑몰(신세계백화점), 컨벤션 센터,
엑스포 전경 및 산책길 등 편리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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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과 취향이 존중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Urban lifestyle,

대전청년하우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For your Comfort

침대 & 침구 테이블 의자 신발장 냉장고옷장 TV

제공 옵션
Nefs가구, 헬렌스타인 침구, TV, 일렉트로맨 냉장고 등
최고급 사양의 옵션이 모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