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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뺀 ‘알짜배기 부동산’을 노려라
미래 불투명한 시장 ‘투자 노하우’

을 체험하며 즐기는 관광지로 개발된다. 공방용지
221개 필지는 100% 분양을 마쳐 400∼500개의 예

지나치게 과열된 강남의 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

술관련 업체가 들어선다.

부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는다. 새로운 정책을 보면 부동

국토교통부가 이천휴게소(상행선)에 도자 예술촌

산시장의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어

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 전용IC 설치를 확정

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천휴게소와 마주해 도자 예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죽이는 결정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

술촌 방문객들이 거쳐 갈 수밖에 없다. 성남-여주 복

고 믿지만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거품이 꺼

선전철 신둔 도예촌역에서 차량 7분 거리다. 2017년

질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이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시장

성남-이천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가 개통되면 접근

상황이 되면 더욱 안전하고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성은 더 좋아진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은 무

돈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거품을 빼고 그 부동산이 가

이자다. 분양 홍보관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12-15

진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눈과 지혜

번지 1층이다. 031-635-1888.

가 더욱 필요한 시대다.
뀫대전 관저4지구 포스코건설 ‘관저 더샵2차’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 오피스텔’

뀫롯데건설 ‘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 오피스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150m ‘초역세권’

경기도 이천시 ‘이천가로수길 세비뉴’

광폭거실·팬트리 적용…1차보다 업그레이드
포스코건설이 28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 4지구
41블록에 견본주택을 열고 관저 더샵2차 분양에 들어

롯데건설이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에 ‘하남

갔다. 지하3층(주차장2개 층)∼지상 25층, 9개 동, 전

미사 롯데캐슬 스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1899-

용면적 74∼101m² 총 954세대(74m² 246세대·84m²

8344.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중심상업용지 11-2블

609세대·101m² 99세대)다. 11월1일 특별공급을 시

록이다. 지하 6층∼지상 29층, 1개 동이다. 지하 1층∼

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한다. 당첨자

지상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52실, 지상 4층∼지상

발표는 11월11일이다. 정당한 계약은 11월 16일∼18일

29층에는 오피스텔이 A∼C존으로 나뉘어 들어선

까지 3일간 진행된다. 1522-0081.

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1∼84m², 총 984실 규모

더샵2차는 1차보다 한 층 업그레이드 했다. 틈새

다. 원룸 타입부터 3룸 타입까지 다양한 평면이다. 복

타입인 74타입은 팬트리와 워크인 드레스룸이 제공

층형 구조, 테라스 등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된다. 4.2m의 광폭거실 설계다. 30∼32m²의 넓은 서비

2018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150m

스면적을 제공해 중형 못지않은 실사용 면적이다. 84A

거리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서울 강일동과 하남

타입은 4.5m의 광폭 거실과 선택형 알파룸이 제공

미사 구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강

된다. 관저지구에서 희소성이 높은 101타입은 선호

남과 서울 시내 이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

도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다. 4.8m의 광폭거실 알파

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사업지에서 약 2km거리의

룸 대형 워크인 드레스룸과 거실 팬트리 등이 적용된

강동 첨단업무단지에는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등

다. 서비스면적은 41m²다. 직선거리 6km로 차량으

기업이 입주해 있다. 엔지니어링단지, 고덕상업업무

로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인근의 계룡대실지구에

복합단지, 하남지식산업센터 등도 예정돼 있다. 9월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가 입점할 예정이어서 이에

에 문을 연 스타필드 퍼스트 하남(신세계 유니온스퀘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어) 덕분에 8만명 이상의 풍부한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9에

뀫790만원대 분양가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11월 중 개관한다.

3.3m² 당 790만원대 신도시급 대단지

뀫국내 첫 토지+상가주택 ‘이천가로수길 세비뉴’

국내 최대 이천 도자예술촌 속 ‘꿀 입지’
대전 서구 ‘관저 더샵2차’

리젠시원이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553, 554
일대, 이천 도자예술촌 내 상업지역에 이천가로수길

경기도 용인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대림산업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분양 중인 ‘e편
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지하 2층∼지상 29층, 67개
동, 전용면적 44∼103m², 총 6800가구의 대단지다. 1블
록 테라스하우스 75가구를 제외한 6725가구가 공급
된다.

세비뉴 상가주택 9개 타입 26개 동을 분양 중이다. 총

다양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공원과 힐링 휴식 공

4층 규모로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 4층은 자가

간, 독서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호수가 연계된 도서

주택으로 다락방과 테라스로 꾸며진다. 토지면적은

관, 각종 수생식물을 통해 자녀의 자연 체험학습까

201∼458m²로 다양하다.

지 가능한 자연 공간, 다목적 운동 공간 등 6개의 테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한 건물(한 동)을 분양하는

마파크가 축구장 15배 크기의 규모로 단지 안에 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관은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성될 예정이다.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790만원대

같은 유럽풍 스트리트형 구조다. 고급스러움을 높였

다. 동탄2신도시와 인접해 신도시 인프라를 누리면

고 쇼핑 동선이 편리하다. 문화와 휴식공간이 어우

서도 동탄2신도시 평균 분양가보다 3.3m²당 200∼

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1층은 점포 앞 테이블을 활

300만원이 싸다. 분양상담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용한 카페, 식당 등으로 꾸밀 수 있다. 이천 도자예술

방교리 29-1 의 홍보관에서 한다. 서울 수요자를 위

촌은 2005년 이천도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2010

해 강남구 신사동 631번지에 분양 홍보관을 마련

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국내최대 도자산업

했다. 1899-7400(동탄 홍보관), 1522-0370(신사동

단지다. 단순히 도예인들의 거주지가 아닌 도자예술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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