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사 바 오픈 하우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4시
모던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자랑하는
신축 주택을 구경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미모사 바를
즐겨 보세요. 이번 행사를 통해 임대를 신청하시면
신청 요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더위를 식히고 싶으신가요? Kona Ice에서 오후
1시~3시까지 현장에서 아이스크림 트럭을 운영하며
시원하고 맛있는 스노우 콘을 무료로 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Townes at Pine Orchard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저희 주택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던함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식을 위한 공간, 놀이와 즐거움을 위한 공간, 집
안팎에서 일상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한 공간 등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공간을 제공합니다.
3층짜리 주택은 채광이 좋은 오픈 플로어 플랜(Open
Floor Plan)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주방은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넓은 판자로 된 나무 바닥재,
셰이커 스타일의 수납장, 스테인리스스틸 가전제품 및
견고한 화강암 재질의 주방 조리대를 갖추었습니다.
메릴랜드주 엘리코트 시티의 편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워싱턴 DC로 가든 볼티모어로 가든 상관없이
I-95 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어 보세요.

Townes at Pine Orchard의 3층짜리 주택에서는 여러분의 만족감을 한층 높여드릴 특별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넓은 오픈 플로어 플랜에서 싱그러운 초록빛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 공간까지, 풍족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VIP급 서비스
-

커뮤니티 편의 시설

무료 커피, 차 서비스
“부재 시 관리” 서비스
반려동물 서비스 및 이벤트
24시간 긴급 보수
편리한 결제 방법
택배 수령
입주자 전용 이벤트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2개,
암벽 등반장, 스피닝 스튜디오
등을 갖춘 The Y in Ellicott City에
VIP 입장

-

금연 커뮤니티
반려동물 놀이 공간
넓은 진입로
24시간 현장 보수
전용 주차장
현장 관리
고속 인터넷
Howard County 교육구:
Manor Woods 초등학교,
Burleigh Manor 중학교,
Marriott’s Ridge 고등학교와
인접

주택 편의 시설
-

채광 좋은 3층짜리 신축 주택
어두운 색의 넓은 판자로 된
나무 바닥재
스테인리스스틸 가전제품
(가스레인지 포함)
넓은 아일랜드 공간
추가 보관용 식기 및 식료품
저장 공간
견고한 목재 수납장
화강암 재질의 주방 조리대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
개별 제어식 HVAC
아침 식사용 바

THE VERNON
침실 3개 / 욕실 2.5개 / 2,000평방피트

입구층

상층

844.253.7587 | TownesAtPineOrchard.com
3252 Pine Orchard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최상층

-

디자이너의 손을 거친 크롬
재질의 붙박이 설비
대량 보관이 가능한 대형
벽장
더블 베니티 형식의 안방
욕실
거실과 침실의 플러시 카펫
야외 활동을 위한 넓은
테라스
넓은 진입로
세대별 차고
금연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