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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부동산 경기 양극화…신규 투자 유망지는?

서울 접근성 업…집값은 GTX 따라 달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동탄·송도·의정부 등
착공 확정에 역세권 아파트 상승세
‘동탄역 헤리엇’ ‘래미안 엘리니티’
GTX 수혜 신규 아파트 주목할만

전세계로 뻗어가는 경남제약 ‘레모나’
영국·호주·필리핀 등 5개국 수출 계약
경남제약 ‘레모나’(사진)가 영국과 호주 등 5개국 수
출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경남제약은 넥서스파마와 ‘레모나’의 영국, 호주, 필리
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고 27일 밝혔다. 넥서스파마는 의약품·화장품 도소매·무
역 등 의약품 도매업체로, 해외 직수출 영업망을 갖고 있
어 레모나 해외 수출을 도맡아 진행한다. 이번 계약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레모나의 입지를 다시한번 굳히고, 국가
대표 비타민C 대표 브랜드 구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레모나의 광고 모델로 방탄소년단(BTS)을 선정하고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대만에 진출해 브랜
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경남제약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레모나가 해당 국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수출 국가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레
모나가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대만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하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대표
비타민브랜드의 이미지를 더욱 굳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개발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받
고 있다. 대표적으로 A노선이 지나는 동
탄2신도시와 B노선이 지나는 송도·의
정부, C노선이 지나는 양주·파주 등이
다. 지난해 GTX 노선 착공이 확정되자
이 지역 역세권 주변 아파트 가격이 가
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는 지난
2월 10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6개월
만에 2억 원이 올랐다. 의정부역센트럴
자이앤위브캐슬은 전용 85m² 기준으로
5억2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이 오른 6억
1699만 원에 분양권이 팔렸고, 양주 옥
정지구 내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 전용
85m²도 전매제한이 풀리고 6개월 만에
실거래가가 4억 원을 넘어서며 옥정신
도시의 리딩 단지로 떠올랐다.
GTX 호재로 양주·파주 등에서 그동
안 적체됐던 미분양 물량도 해소된 것으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있다. 사진은 ‘동탄역 헤리엇’ 조감도.

로 나타났다. 파주는 지난 8월 432가구
에서 지난해 말 9가구로 급감했고, 양주
서도 지난해 말 1142가구서 올해 2월
28가구까지 줄어들었다.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높이
며 GTX 수혜 지역 일대에 분양을 앞두
고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도 있다.
현대BS&C는 5월 경기 동탄2신도시
C16블록에서 ‘동탄역 헤리엇’ 분양에 나
섰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1개
동으로 아파트(전용면적 97∼155m²
428가구) 뿐만 아니라 주거형 오피스텔
‘동탄역 헤리엇 에디션 84(전용면적

서울불패? 규제 속 서울 아파트매매 늘어
올 거래량 작년보다 159% 급증
시세상승 가파른 강북지역 주도
올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
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
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해(1∼

4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
19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91건과
비교해 약 159% 늘어났다.
서울 25개구별 거래량을 증가율을 살펴
보면 강북구 372%(176→830건), 노원구
270%(801→2962건), 성북구 255%(384→
1365건), 도봉구 232%(431→1429건), 구

84m² 150실)’, 북유럽풍 상업시설 ‘동탄
역 헤리엇 파인즈몰’이 함께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
X)-A노선이 공사중(2023년 개통 예정)
이며, 향후 서울역∼연신내∼킨텍스∼
운정으로 노선이 연장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6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
동에 ‘래미안 엘리니티’를 분양한다. 전
용면적 51∼121m², 총 1048가구 규모로
이 중 47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도보거
리 내 신설동역(지하철1·2호선, 우이신
설선), 제기동역(1호선)이 있어 서울 주
요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인

로구 227%(473→1546건), 성동구
226%(218→711건), 강서구 217%(412→
1305건), 동작구 216%(206→650건), 관악
구 188%(293→845건), 영등포구
186%(316→904건), 중랑구 178%(338→
939건), 동대문구 155%(356→909건) 등의
상승률이 두드려 졌다.
반면 강남구 25%(506→634건), 송파구
33%(630→835건), 용산구 34%(184→
247건), 서초구 73%(282→489건) 등 강남

사진제공 l 현대BS&C

근 청량리역에는 GTX-B,C노선도 들어
설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7-5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8개동, 전
용면적 84∼155m², 총 1100세대로 조성
된다. 단지 주변으로 작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수도권광역급행
철도) 노선이 향후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마
석)를 잇는 급행철도로 구성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3구를 비롯한 7개구(종로, 양천, 서초, 광
진, 용산, 송파, 강남)는 두 자릿수 상승률
에 머물렀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서울 전역에 고강
도 규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매매거래량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하며 훈풍이 지속되
고 있다”며, “특히 올해 시세상승세가 가파
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도 지난
해보다 크게 늘어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지구촌을 만나는 창…외국어 학당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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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
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 낱말문제

■ 스도쿠정답

01.조선 선조 때의 정철이 지은 시조
와 가사를 모아 엮은 책. 02.모든 일
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ㅇ필ㅇ
정” 03.남의 나라나 이민족 따위를
정벌하여 복종시킨 사람. 04.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

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05.깊이
잘 생각함. 06.말라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뜻. 07.화학 섬유로 만
든 실. 08.예전에 임금이 백성을 위
하여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 09.교분이 매우 두터운 벗.
‘ㅇ금ㅇ’ 10.바른쪽으로 갔다 왼쪽
으로 갔다 하며 종잡지 못함. 11.큰
대폿잔으로 마시는 술. 12.조선 때,
포도청의 으뜸 벼슬. 13.먼 거리의
포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정(射程)이
특별히 긴 대포. 14.고래를 잡기 위
하여 특별한 설비를 갖춘 배. 15.경
제와 문화가 앞선 나라. 16.국가적
으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날. 17.나날이 다달이 자꾸자
꾸 늘어 감. 18.가늘게 내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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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히 피하
기 위해 마련한 출입구. 20.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의 정기 간행물을 구
입하여 읽는 사람. 21.아주 자신(自
信)이 있음. 22.모든 일이 뜻한 바대
로 잘 이루어짐. 23.일정한 장소를
지나다니지 못하게 함. 24.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가리
키는 말. “ㅇ록ㅇ마”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
기: 낱말을
푼 다음 a,
b, c를 이어
놓으면 식물
이름이 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