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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리조트 “해발 1340m서도 무료 와이파이 OK”

중견건설사, 연말 분양대전 ‘후끈’

스키장·콘도 전역 무선인터넷망 구축

벤션호텔, 하이원 호텔를 포함해 이번 서비
스 지역 확대로 이용객들은 하이원 리조트 전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는 15/16 겨울시

12월 ‘알짜 분양’ 봇물

즌을 맞아 스키장과 콘도 등 리조트 전역에서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우수한 입지 선정·주택설계 차별화

망 구축을 완료했다.

높은 청약 경쟁률…1순위 마감신화
연말 호반·동문 등 대규모 물량 분양

역에서 무료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발 1340m의 마운틴탑 레스토랑에서
도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료

하이원 콘도의 전 객실과 체크인센터, 스

로 SNS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사용을

키하우스 및 스키장 내 식음업장인 밸리, 마

원하는 고객들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와이

운틴 허브 카페테리아 건물 등의 실내와 야외

파이(Wi-fi) 설정에서 인증절차 없이 ‘High1＿

에서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무선

Guest’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던 강원랜드호텔, 컨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말 막판 분양대전이
남았다!”
연말 분위기가 달아올라 한 해를 정리하는
분위기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부동산 호황과 함께 주택전문건설
사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말 분양 대기
중인 주택전문건설사 물량이 막판 수요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말 주택전문 중견건설사들의 대규모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우수한 입지선정과 설계 차별화를 앞세워 고
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호반건설이 이달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분양하는 ‘송파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조감도.
사진제공 ｜ 호반건설

뀫호반·동문·신구·효성 등 연말 대거분양 나서
이처럼 중견사의 약진이 활발한 가운데 앞
으로 연말 남아있는 분양 물량에도 눈길이 쏠

각종 생활시설과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다. 또 KTX울산역과 35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에듀 스마일’ 운영

와 ‘마린 패밀리’를 시작으로 2월28일까지 3개
월간 진행한다. 매직 벨루가는 벨루가 이야기

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신구건설은 이달 충남 부여에 ‘부여 센트럴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겨울방학

를 마술을 배우면서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가

호반건설은 서울에서 첫 분양을 한다. 서울

휴엔하임’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m²,

을 맞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에듀 스마일’

족이 함께 참여하는 마린 패밀리는 검진표를

을 운영한다.

이용해 자신의 체질과 맞는 바다향과 미생물

리고 있다.
뀫중견전문건설사들 우수한 입지·설계 차별화 등

마술과 함께 배우는 흰 돌고래 ‘벨루가 이야기’

강남권 택지지구에 이달 ‘송파 호반베르디움

지하 1층∼지상 20층, 11개동, 611가구로 부

최근 주택전문건설사들은 주요 택지지구를

더퍼스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송파구 오금

여군 최대 규모다. 중소형 면적으로 정남향·

에듀 스마일은 여름에 실시한 ‘에듀 바캉스’

중심으로 공급에 박차를 가하며 대형건설사들

동 101-5일대(오금공공택지지구 3블록)에 지

4베이(일부 제외)로 설계됐으며, 부여 최고의

에 이어 아이들이 쉽고 신나게 해양과학을 접

의 분양 단지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저력

하 2층∼지상 20층 3개 동 총 220가구다.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도보생활권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방학맞이 교육 프로그램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21일부터는 무선가이

을 발휘하고 있다.

면적 101m² 단일주택형으로 구성된다. 단지

규암초·백제중·부여정보고가 자리잡고 있으

이다. 깊이 있게 해양생물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드시스템을 이용한 아쿠아 가이드와 떠나는 각

앞세워 약진

을 선택해 방향제, 로션, 비누 등 특별한 아쿠
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더피알의 자료에 따르면

바로 앞에 거여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며, 롯데리조트·롯데아울렛·하나로마트 등도

과정과 해양과학 외에 마술, 미술 등 다양한 분

종 투어프로그램을 비롯해 미래 해양전문가를

올 11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청약경쟁률 상

통학을 할 수 있다. 그 외 보인고등학교, 송파

근거리에 있다.

야를 접목해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콘텐츠

위한 ‘해양과학 교실’, ‘연간회원 해양 창의교

위 30개 단지 중 16개 단지가 중견사인 것으로

도서관, 방이동생태학습관 등도 지척에 자리해

이밖에 효성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삼오맨

로 구성했다. 에듀 스마일은 5일 ‘매직 벨루가’

실’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나타났다. 이들 단지 중 14개 단지는 100대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강남재

션을 재건축해 짓는 ‘범어동 효성해링턴 플레

1이상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건축 분양단지가 3.3m²당 평균 분양가 4000만

이스’를 이달 공급할 예정이고 대광건영은 청라

서 마감됐다. 또 10∼11월 김포 한강신도시에

원 웃돌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

국제도시 A2블록에 ‘청라 대광로제비앙’을 분

서는 대형건설사 분양단지가 줄줄이 청약 미

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

양한다. ㈜세정건설은 충북 음성군에 ‘대소IC

달된 것에 반해 이랜드건설의 ‘이랜드 타운힐

도 시흥시 목감지구의 첫 중대형 시흥 목감 호

웰메이드타운’을, 문장건설은 경북 포항시 초

스’, 한신공영의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는

반베르디움 3차 415가구, 경남 진해남문 호반

곡지구에서 ‘포항 초곡지구 지엔하임’을 분양

각각 평균 9대 1, 33대 1의 의 경쟁률로 1순위

베르디움 944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할 예정이다.

동문건설은 울산KTX역세권도시개발구역에

업계 관계자는 “올해 중견건설사들은 자체

전문가들은 중견 건설사들의 분양 성공 이

서 ‘울산 KTX신도시 동문 굿모닝힐’을 분양할

경쟁력을 갖춰 대형사 수준을 뛰어 넘는 상품

유로 입지선정과 설계 차별화를 꼽는다. 철저

예정이다. 지하2층 지상 23∼38층, 아파트 503가

으로 수요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

한 시장 분석을 통해 우수한 입지를 선점하는

구, 전용면적 84∼125m²로 구성되며 오피스

형사들이 서울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 집

경우가 늘고 있고, 내부 공간활용 등 주택설계

텔 80실, 상가시설까지 들어서는 복합주거단

중한 반면 중견사들은 수도권이나 지방 알짜

에서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대형사보다 활발히

지로 이뤄진다. 이 아파트의 입지는 언양 주요

택지지구에 분양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한 덕이다.

생활권과 KTX울산역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마감됐다.

김재범 전문기자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내년 전국 아파트 27만3792가구 입주…올해보다 3.6%↑
내년 전국 444개 새 아파트 단지에서 총

90가구가 입주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세

27만379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

입자들이 ‘경기도행’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

26만4225가구보다 3.6%(9567가구) 늘어난 것

로 보인다.

이다.

지방을 살펴보면 부산은 내년 1만1천61가구

수준으로 증가한다.
세종시는 올해 1만7381가구에서 내년에는
7274가구로 1만 가구 감소한다. 또 충남지역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아레나 광장에서 전시중인 롯데월드타워의 철골 대들보에 새해 소원 및 덕담을 쓰고 있는
방문객들. 7m 길이의 H빔 2세트로 구성한 철골 대들보는 22일 상량식에서 롯데월드타워의 123층에 올려질 예
정이다.
사진제공｜ 롯데물산

올해 1만2422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1506가구

롯데월드타워 “대들보에 소망 적으세요”

나 새해 소망 등을 쓸 수 있다. 13일까지 시민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공급과잉에 대한 우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는 22일 상량식

들의 염원을 담은 상량 대들보는 22일 상량식

는 입주물량이 올해 1만4076가구에서 내년에

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경기도의 입

(123층 대들보 철골을 올리는 행사)을 앞두고

때 국내 최대 규모 64톤급 타워크레인으로 롯

는 2만7298가구로 94% 가까이 증가해 집값 상

주물량이 10만4000여 가구에 이르는 등 전국

13일까지 롯데월드몰 ‘아레나 광장’에서 상량

데월드타워 123층에 올려져 대들보 철골로 사

감소한 761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

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집값 강세

의 아파트 입주가 다시 33만 가구를 넘어서면

대들보를 전시한다. 상량 대들보는 길이 7m의

용될 예정이다.

의 경우 화성 동탄2신도시·평택·용인 등 입주

를 보인 광주시도 내년에는 입주 예정 물량

서 공급도 넉넉해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

H빔 2세트를 흰색으로 도장해 롯데월드몰 방

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8.5% 늘어난 8만2천

(1만1천159가구)이 올해(5천752가구)의 2배

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객은 자유롭게 롯데월드타워에 대한 염원이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분양 예정인

가 입주해 올보다 46.5% 감소하고, 울산 또한

27만여 가구 중 서울에선 총 2만3665가구가

3049가구로 올보다 67.7% 줄어든다. 대구시

입주해 올해(2만1천84가구)보다 약 12%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은 올해보다 37.2%

로 72.1% 증가할 예정이다.

연제호 기자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