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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상권 갖춘 ‘알짜 상업시설’ 잡아라
실거주자·투자자 사로잡은 지역은?

김해 장유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부천 괴안동 ‘e편한세상 온수역’

의정부 민락2지구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

대덕비즈센터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날씨와 생활

19

22일(월)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입지를 갖춘
아파트나 오피스텔, 교통의 편리함뿐
만 아니라 풍부한 배후상권을 자랑하
는 상업시설은 알짜 부동산으로 통한
다. 새해 들어 실거주자나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
는 분양단지를 알아본다.

롯데워터파크·롯데마트 등 문화시설 풍부
뀫김해 장유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삼정은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무계지구
5블록에 ‘김해 장유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를 분
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8층, 4개동, 전용면
적 60∼84m² 아파트 360세대와 전용면적 84m²
아파텔 54세대로 구성된 주거단지다. 반경 2km
내 롯데프리미엄아울렛(김해관광유통단지)을 포
함해 롯데워터파크,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등의
복합상업 및 문화시설이 있다. 또한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마산∼부산 부전역 복선전철 장유역을 근
접거리에서 이용 가능하며, 남해 제2고속도로지
선을 포함해 장유IC, 창원1,2터널 등을 통해 창
원, 부산 등으로 이동 할 수 있다. 문의
055-314-9100

1호선·7호선 더블 역세권 단지 혜택 매력
뀫e편한세상 온수역
㈜삼호는 ‘e편한세상 온수역’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3-2번지 일대에 1월 말 분양한
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921가구 규
모로 이중 21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이다. 인근의 오류IC와 서부간선
도로 등 광역도로교통망을 타고 서울, 부천, 인천
의 주요 거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와 인접해 서울과 부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홈플러스부천소사점, CGV 역곡,

역곡상상시장 등이 가깝다. 주변에 천왕산과 수목
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문의
032-342-0066

밖에도 부용산 조망이 가능하며 민락천수변공원,
낙양물 사랑공원 등 도보거리에 위치한다. 문의
1899-0933

전 가구 4.3m 높은 층고에 다락 설계 적용

전국으로 통하는 우수한 광역 교통망 눈길

뀫민락2지구 중흥S-클래스 트와이스
중흥건설이 1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공공주
택지구 자족7 SF1-3블록에 ‘민락2지구 중흥S-클
래스 트와이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전
용면적 27∼84m², 546실로 조성되며 1∼2층에는
약 1만3000m²에 달하는 상업시설을 선보인다. 오
피스텔은 실거주를 위한 중소형 아파텔에서 임대
수요가 선호하는 소형오피스텔까지 9개 타입이
다. 민락 최초로 전 가구 4.3m의 높은 층고에 다
락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인근에 중심상업지구가
있어 롯데아울렛, NC백화점(예정), 메가박스, 이
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했고, 송산초교,
민락초·중교, 송현고교 등 학교와 인근 학원가가
단지 가까이에 밀집돼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이

뀫대덕비즈센터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는 ‘대덕비즈센터’가 분
양홍보관을 오픈 하고 성황리 공급 중이다. 지하
1층∼지상7층, 4개 동, 연 면적 10만4390m² 규모
로 건설되며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자랑하는 대
덕연구개발특구 내 최첨단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로 들어선다. 단지는 전국으로 통하는 우수한 광
역 교통망을 갖췄으며, 쇼핑·외식·문화·행정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또한,
전 층에 베란다를 설치하고 중정 휴식공간(2개소)
을 조성하며 체력관리공간부터 다목적 회의실까
지 갖춘 쾌적한 업무환경을 자랑하는 등 비즈니스
효율을 높이는 차별화된 설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문의 1566-6234

영화 랭킹
순위

영화

우리은행이 19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LG CNS
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신사업 추진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음성인식 인공지능 뱅
킹, 인공지능형 채팅로봇 등 우리은행의 인공지능
금융 노하우를 LG CNS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접
목하는 공동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또 공동 투
자 및 개발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사와 정보통신 업체의 적극적 파트너십
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공
동투자 등 전략적 협력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고 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과 김영섭 LG CNS 대표가 업
사진제공 l 우리은행
무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개봉일 순위

개봉일

6 쥬만지: 새로운 세계 1,665,255 01/03

2 코코

7 위대한 쇼맨

1,270,778 12/20

945,019 01/17

8 다운사이징

148,123 01/11

13,405,351 12/20

9 페르디난드

520,313 01/03

10 원더

199,646 12/27

5 그것만이 내 세상

652,557 01/17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TV 프로그램 꺠22일 (월)

‘국악인’ 박애리의 피부관리법

22일 오후 8시20분

누적관객

1,571,452 01/11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이사 문석)는 사이버회
원 및 모바일앱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악 워터피
아를 특가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출시했다. 쏘
라노 객실과 워터피아(2인)가 포함된 주중(일∼
목) 패키지는 16만1000원, 조식뷔페(2인)까지 포
함된 패키지는 18만3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31일까지 잔여 객실에 한해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트래블메이트 in 설악
워터피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링크
영상을 보고 퀴즈를 맞추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2월 5일까지 진행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다.

닥터지바고

영화

6,492,974 12/27

4 신과함께 - 죄와 벌

우리은행-LG CNS ‘4차 산업혁명’ 관련 MOU

누적관객

1 1987
3 메이즈 러너 3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특가 패키지 출시

1위 영화
정보보기

1월 14일∼20일 자료:영화진흥위원회

연하남편 팝핍현준과 함께 활동하는 일이 많다
보니 누나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많았다는 국악
인 박애리는 출산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만의
피부관리법을 갖게 됐다. 귤껍질을 활용해 팩을
하고, 광경근을 자극시키는 목운동으로 목주름
의 탄력을 잡아주고 있다. 또 남아공의 허브식물
인 허니부시의 발효분말로 피부관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