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해튼에서 잠시 떨어져, 맨해튼 
전경을 바라보는 워터프론트 
오아시스를 발견해보세요. 

맨해튼,
허드슨 강,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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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풍경에 흠뻑 빠져보세요.

맨해튼의 현란한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지붕과 거실을 배경으로 드리워집니다. 벽난로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거나 거실에서 풍경을 음미할 때, 맨해튼의 밤은 모두에게 마법과 
같은 시간을 선물합니다.

펼쳐진 
도시와 불빛의
전경을 
마음껏 음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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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멋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눈부신 해돋이와 함께 시작되는 아침은 테라스와 대형 창문 및 
조명까지 조금씩 손길을 뻗칩니다. 햇볕이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우고 
물결에 반사되는 동안 진정한 아침의 의미를 재발견해보세요.

매일 아침 
놀라운 
풍경을 배경으로 
깨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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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한순간은 
그것만으로도 
사치입니다.

휴식과 명상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연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마음껏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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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활동의 완벽한 조화.

오감을 모두 만족하는 공간을 경험해보세요. 체육관에서 요가 포즈를 
취하거나 편안한 샤워로 피로를 풀거나, 전용 라운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모든 공간은 일상을 더욱 즐겁게 하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식에 
심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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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빛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삶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리로 8분이면 
맨해튼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과 세계 각국의 요리 및 
강변 산책 등은 한걸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본관 컨시어지는 레스토랑 예약에서 
극장 티켓 예매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을 열고 
새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펼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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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허드슨 강, 
그리고 나.



9 Avenue at Port Imperial, West New York, New Jersey 07093

고급스러움과 정교함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장인 정신.

알림: 팸플릿에 제공된 이미지와 평면도는 이 커뮤티니의 홈 디자인과 기능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진과 같은 실제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은 개념적인 것으로 
실제 건물의 모습과 기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축 내용과 구체적인 설계는 필요에 따라 계획 및 건축 단계에 사전 공지 없이 변경,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외부 디자인, 기능 및 조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본 구매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평수에 대한 정보는 대략적인 것으로 완성된 
주택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K. Hovnanian® Homes는 본 팸플릿에 제공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는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인쇄 
자료 및 전자적으로 게시된 자료에는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계획 단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정확한 사양과 관련해서는 영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K. Hovnanian® Homes는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설계 변경과 시 정부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설계 변경 및 계약업자와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른 재료 
및 설비의 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실제 사양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업 센터에서 제공되는 분양 토지, 유틸리티 및 건축 설계도를 상세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사양, 커뮤니티 편의 시설, 표준 기능, 가용성 및 가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기본 가격으로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 Hovnanian® Homes는 Hovnanian Enterprise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사는 전국에서 공평한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업입니다. 본사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장애, 가족 상태나 출신 국가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차별 금지 광고와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권장하는 기업입니다. 11/16 268716

저희는 "house"와 "home"을 다른 의미로 생각합니다. "house"는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home"은 나 자신의 고향과 같은 집입니다.

삼 세대에 걸쳐 고향 집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저희는 이 차이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K. 호브내니언(K. Hovnanian) 임직원 모두는 아침 준비로 
분주한 어머님 목소리에 잠이 깨거나, 힘든 하루를 보낸 뒤 부드러운 침대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기억까지 고향 집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억은 본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이 거주할 공간이 고객님들의 고향 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나인 온 더 허드슨은 호브내니언 가족이 고객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분주한 
맨해튼에서 떨어진 아름다운 오아시스와 같은 이곳은 품질과 장인 정신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K. 호브내니언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 있는 편안한 거주 공간입니다.

이 새로운 고향 집, 나인 온 더 허드슨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만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호브내니언

브랜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