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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 찜!
2017년 마지막 분양시장은?

다산신도시 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광명역 어반브릭스

청주 행정타운 코아루휴티스

성남모란역 지웰에스테이트 오피스텔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날씨와 생활

19

4일(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입지의 상업시설
과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이 12월 분
양한다.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적 장
점을 갖추고 실사용자와 투자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지역 첫 지식센터, 희소성에 높은 수익성!
뀫다산신도시 블루웨일 지식산업센터
㈜유승종합건설이 지역 내 첫 지식산업센터 ‘다
산신도시 블루웨일’을 다산신도시 자족시설 4-1,
4-2블록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접근성 등 우수
한 교통여건이 자랑거리다. 화물업체의 경우 구리
IC를 통해 북부간선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
로의 이용이 용이해 서울 등 주요 도심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 도농역이 가깝고 8호선
연장사업인 다산역(가칭, 예정)도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또한 일대에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없었던 만큼 희소성을 바탕으로 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남양주시 가운동
250번지에 있다. 문의 1566-0117

더블역세권에 수도권 전역 거미줄 교통망
뀫광명역 어반브릭스
태영건설은 1일 광명역세권의 ‘광명역 어반브
릭스’ 판매시설과 섹션오피스 견본주택을 오픈
했다. 방송,공연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 일대가
상업·업무·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디어 복
합도시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광
명시 일직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복합
단지 용지 내에 들어서며 지하 8층∼지상 27층
에 연면적 약 33만m² 규모로 들어선다. 더블역
세권으로 KTX광명역, 지하철 1호선 등이 정차
하는데다 지난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광명역에
서 강남까지 1차 개통됐다. 서울-광명간 고속도
로(예정), 신안산선(예정), 및월곶-판교선 복선
전철(예정)도 예정돼 개통 시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간편하다. 모델하우스는 광명시 일직동

롯데그룹, 한국구세군 감사패 받아
롯데그룹이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에서 열린 ‘구세
군 자선냄비 시종
식’에서 ‘골드실
드도너’ 감사패
(사진)를 받았다.
골드실드도너는 한국구세군과 함께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전달하는 감사패
다. 롯데는 한국구세군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맘(mom) 편한 꿈

511-2에 있다. 2021년 8월 준공 예정이다. 문의
02-897-0019

행정타운의 핵심 노른자위, 투자가치 탁월
뀫청주 행정타운 코아루휴티스
한국토지신탁은 충북 청주시 북문로3가
21-1번지에 행정타운 코아루휴티스를 분양 중
이다. 지하 5층∼최고 49층, 3개 동, 아파트 전
용면적 84m² 530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3∼
50m², 132실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수요자 선
호도가 높은 중소형 4BAY로,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높은 소형 타입 중심이다. 단지 바로 옆
에 통합청주시 신청사(2020년 예정)가 들어서며
반경 1km 내에 충북도청, 청원·상당구청이 위
치한다. 중앙시장, 홈플러스, CGV, 롯데영플라
자, 청주병원 등 주거편의시설도 다양하다. 도
보권에 주성초, 대성여중, 청주중, 대성고, 청주
대가 있으며 차량 이용 시 상당로, 사직대로, 1·
2·3순환로를 이용하면 중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청주국제공항도 근거리다. 문의
1644-0588

지역 임대수요 무려 25만명, 학군도 좋아
뀫성남모란역 지웰에스테이트 오피스텔
신영건설㈜은 12월 성남시 성남동 2265외 2필
지에 성남모란역 지웰에스테이트 오피스텔을 공급
한다. 지하 6층∼지상 14층, 전용면적 23∼52m²,
총 228실 규모다. 단지는 수란역·수진역 더블역세
권 입지다. 주변에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도로, 외곽순환고
속도로가 위치해 강남 및 잠실을 20분대, 판교, 분
당, 위례도 10분대에 도달 가능하다. 지하철 8호선
연장 계획도 있어 개통시 큰 수혜가 예상된다. 단
지는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창조경제밸리(2019년
말 완공 예정)와 지역 내 5개 대학교, 분당벤처밸
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문정지구법조타운 등 약
25만명 기반의 다양한 임대수요를 확보했다. 인근
으로 중앙초, 성일중, 성일고, 동광중, 동광고 등의
학교가 있으며 중원구청, 중원도서관, 성호시장,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모란시장 등 생활편의시설
과도 가깝다. 5월 개장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와
성남시립의료원(2018년 완공 예정)이 가깝다. 문
의 031-758-0045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다락’, 군 장병들이 독서와 휴식을 취하며 인성 함
양을 할 수 있는 ‘청춘책방’, 아동복지시설 및 취
약계층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마음온도 37
도’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정정욱 기자

있도록 했다. 또한 마운틴 베이스에 약 100m 길
이로 조성한 눈썰매장도 함께 개장했다. 오전 9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하이원 스키장, 야간스키 눈썰매장 개장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중식당 샹하오는 연말연
시를 맞아 겨울 신메뉴 2종을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겨울철
제철 식재료 굴을 활용한 메뉴로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이 인상적인 굴짬뽕과 즙이 빠져나가지 않도
록 단시간에 튀겨낸 후 어향소스를 곁들인 어향석
화튀김을 내놓는다.
김재범 기자

영화 랭킹
순위

1위 영화
정보보기

11월 26일∼12월 2일 자료:영화진흥위원회

영화

1 꾼

누적관객 개봉일 순위
2,743,192 11/22

영화

6 해피 데스데이

1,365,763 11/08
4,810,556 10/25

2 기억의 밤

421,075 11/29

7 토르 : 라그나로크

3 오리엔트 특급 살인

368,951 11/29

8 러빙 빈센트

262,313 11/09

9 이프 온리

914,751

4 저스티스리그
5 반드시 잡는다

1,734,085 11/15

209,139 11/29 10 래빗 스쿨

켄싱턴 여의도, 中식당 겨울 신메뉴 론칭
강원도 정선 하이원 스키장이 1일부터 야간스키
와 눈썰매장을 개장했다. 야간개장은 오후 6시부
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이다. 하이원은 야간개장
에 맞춰 제우스 Ⅱ 슬로프를 추가로 오픈해 총 6개
면(아테나Ⅰ·Ⅱ·Ⅲ, 제우스Ⅱ·Ⅲ, 아폴로Ⅰ, 연
장 12.4km)의 슬로프를 주간과 야간에 이용할 수

TV 프로그램 꺠4일 (월)

“뱃살 고민? ‘닥터 지바고’ 처방 따라 해보세요”

닥터 지바고
4일 오후 8시20분

누적관객 개봉일

뱃살 고민을 날려버리고 싶다는 중년여성 5명이 ‘닥
터 지바고’를 찾아온다. 체지방률 검사를 통해 각자
의 상태를 확인하고, ‘닥터 지바고’ 처방에 따라 7일
간의 체험을 시작한다. 이들은 지방흡수를 막아주는
보이차 섭취하기, 식욕조절에 도움을 주는 귀에 ‘이
침’ 붙이기, 충분한 수면 등을 체험한다. 과연 이들의
체지방률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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