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새 트렌드는 ‘아파트 평면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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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용면적 적용…깐깐한 ‘주부 입맛’ 유혹

2020년 6월 4일 목요일

대부분 전용 59·84㎡ ‘평면 판박이’
전용 다양화한 아파트에 청약 몰려
동대문 ‘래미안 엘리니티’ 등 주목

동탄역 헤리엇, 최고 경쟁률 388대1
전 타입 1순위 마감…10일 당첨 발표
현대 BS&C가 공급한 동탄역 헤리엇이 2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49.46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됐다.
전체 428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내놓은 동탄역 헤리엇
은 특별공급 53세대를 제외한 375가구 모집에 총 5만
6047의 청약자가 몰렸다. 전 타입 중 97m²A는 25가구
모집에 총 9708건의 청약이 접수돼 388.3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역 헤리엇의 당첨자는 오는 10일에 발표하며, 계
약기간은 22일부터 26일로 5일간 진행된다. 동탄역 헤
리엇은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9개 동, 전용 97∼
155m², 총 4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오피
스텔인 동탄역 헤리엇 에디션84 150실과 대형 상업시설
인 동탄역 헤리엇 파인즈몰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이 단지는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에 비
해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돼 분양 전부터 전국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분석했다.
정용운 기자

에듀윌

건설사들이 아파트 평면 다각화로 분
양 리스크 줄이기에 나섰다. 평면이 다
양할수록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
고, 수요자들도 가족구성원이나 자금사
정에 맞춰 선택폭을 넓힐 수 있다.
5개 이상의 전용면적을 일반분양하는
평면 다각화 아파트로 신규 분양시장에
서도 전 타입 마감되며 인기몰이 중이
다. 지난해 말 광주시 동구에서 분양한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의 경우 전용
면적 39·62·72·76·84·123m² 등 6개로
일반분양 물량이 나왔으며,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67.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됐다.
올 2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분
양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역시 59·
74·84·99·110m² 등 5개 타입을 선보였
다. 1순위 청약에서 틈새평면인 전용
99m²가 106.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
록하고, 다른 타입들도 수 십대 1의 경
쟁률을 보였다.

4주 완성 퀵 지텔프 패키지 선보여

공무원 시험에 제출했던 ‘성적표’ 한 번만 내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한 번의 성적표 제출로 다른 기관에
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
고한다.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영
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다른 기관의 시험에서도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인사혁신처에 한 번 접수된 영어 등
성적표는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
관 채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돼 매년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관련 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해
야 했던 수험생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9급공무원 등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영어 기준점수

건설사들이 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용면적을 선보이고 있다. 자금 사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사진은 동대문 ‘래
미안 엘리니티’ 투시도.
사진제공 l 래미안 엘리니티

면적을 다각화하면 특화설계를 선보
일 확률이 높다. 인기 높은 펜트하우스
와 테라스하우스를 비롯해 3면 발코니,
틈새평면, 세대분리형 평면 등을 반영하
기 좋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이나 라이
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다른 아파트로
옮기기 않고 단지 내 다른 타입으로 이
사도 가능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부

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
의를 선보
이고 있다.
그중 ‘4주
완성 퀵 지
텔프 패키지’는 최소한의 점수로 대비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에듀윌 관계자는 “지텔프 시험의 문항 수가
적고 빠른 시일 내 성적 확인이 가능한 점 그
리고 절대평가로 진행돼 토익시험 보다 유리
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까다롭거나 중요

분의 아파트가 전용 59·84m² 위주로 구
성되다 보니 다양해진 주거 트렌드를 반
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측면이 있었다”
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틈새평
면 위주로 타입이 늘어나면서 청약경쟁
률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로 6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엘리니티’에 전용

면적 51·59·74·84·89·101·109·121m²
등 다양한 공간을 선보인다. 총 1048가
구 중 475가구가 일반분양되며, 펜트하
우스와 1층 특화평면 등을 도입했다. 롯
데건설도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
파트 총 1163가구 중 721가구를 일반분
양하며, 전용면적은 21·39·43·52·59·
84·97m² 등 다양한 평면을 선보인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하지 않은 부수적 문항이 없고 정해진 출제 유
형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학습이 편리하다”
고 전했다.
이에 마련된 이번 과정은 빠른 점수 획득을
위해 고효율의 강의를 제공한다. 시험 주관사
인 G-TELP 코리아의 공식 교재를 사용하며,
파트 간 유기적 설명을 통한 학습효과를 상승
시킨다.
에듀윌이 운영 중인 7급 평생패스와 군무원
평생패스, 경찰 평생패스 과정을 구매하는 수
강생에게는 지텔프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
다. 자세한 내용은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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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열쇠
02.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03.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04.공덕을 기리는 노래.
터놓음.
05.집 앞에 버려진 아이. 주로 자식이
없는 집 앞에 버려지며 보통 그 집에

서 키움. 09.미개한 사회의 사람.
10.구획 정리를 한 다음에 남은, 건축
법에서의 기준 평수에 미치지 못하는
땅 조각. 12.이익을 홀로 차지하지
못함을 뜻한 말. 15.숨겨져 있는 일
을 들추어냄. 17.펴고 접을 수 있어
비가 올 때에 펴서 손에 들고 머리 위
를 가리는 것. 18.극장 따위에서 손
님이 앉는 자리. 20.고래를 잡기 위
하여 특별한 설비를 갖춘 배. 21.재
화를 소비하는 사람. 22.길이나 자
리를 사양하여 남에게 미뤄 줌.
■세로열쇠
01.새로 단장해서 영업을 시작함.
04.꽃, 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
른 꼭지에 달린 한 덩이. 06.모양이
둥근 감의 하나. 07.가시나무의 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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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이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수풀.
08.어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
므로 세상에 적이 없음. 11.책이나
신문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 12.헤
어져 흩어짐. 13.집안 살림에 드는
비용. 14.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
혀서 밥만 얻어먹고 지내는 사람.
16.총이나 포를 쏨. 17.아쉬운 대
로. 그럭저럭. 19.저녁때의 햇빛.

■ 낱말정답
단어 이어
가기: 낱말
을 푼 다음
△를 이어
놓으면 산
이름이 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