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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덕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근린공원 갖춘 막강역세권
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2
37-6 일대에 건립된 룏공덕 푸르지오
시티룑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27~35㎡ 396실과 36~3
9㎡ 72실 총 468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5굛6호선과 공항철도 및 경
의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공덕역이
도보 거리에 있다. 전형적인 직주근
접형 오피스텔로 광화문, 공덕, 여의
도 등 도심권 직장인들의 높은 수요
가 기대된다. 신촌의 연세대, 서강
대, 이화여대도 가까운 편이다.
도심 속 오피스텔이지만 단지 옆
에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효창공
원, 한강수변공원 등과 가까워 거주
환경이 쾌적하다. 인근에 세브란스
병원굛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과 법
원굛검찰청굛우체국굛주민센터굛은행
등 주요 시설이 밀집돼 편리한 생활
이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복층유리가 설
치돼 있고, 무인경비시스템 등 최첨
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며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외부인과 입주자의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했다. 새집증후군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친환경 벽지 및 페인트를 사용한 것도 장점이다.
인테리어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과 가구들이 빌트인으로 제공돼 오피스텔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02) 6357-1369

▶ 당산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블역세권 ⋯ 양도세 면제
효성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3 일대에 짓는 룏당산역 효성
해링턴 타워룑를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20층 1개동 규모로 전용
면적 △23.98㎡ 340실 △23.65㎡ 270실 △26.64㎡ 52실 △26.2
8㎡ 18실 △28.76㎡ 54실이 각각 공급된다.
지하철2굛9호선 당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걸어서 2호선과 9호선
을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양화대교, 서강대
교 등이 인접해 있어 서울 강남북과 동서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
다. 단지 인근에 한강공원과 선유도공원, 안양천변공원, 당산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지상 3층과 옥상에는 조경 및 휴
게공간이 조성된다. 반경 2㎞ 이내에 NC레이디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빅마켓, 코스트코, 타임스퀘어, CGV 등 다양한
쇼핑굛문화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면제 혜
택 대상이며, 분양가는 3.3㎡당 1053만원 선이다. 견본주택은 지
하철 당산역 인근에 있다. 입주는 2015년 예정이다. 1566-5355

▶ 양산신도시 대방노블랜드 5차

▶ 말레이시아 말라카 원르타워

천장형 에어컨 2대 무상설치

해변까지 5분 ⋯ 바다 조망권

대방건설이 경남 양산신도시에 룏대방노블랜드5차룑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최대 지상 34층 10개동 규모로 총 1158가구 모두 전용면적 59㎡ 소형으로 구성
됐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부 로열층에서는 낙동강 조망도 가능하다.
2014년 개통되는 부산지하철 2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해 쇼핑굛문화시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양산 첫 공립
유치원(예정) 등이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부산대병원과 대형마트(예정) 등 생활편의시설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내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요가 수련장 등의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2대를 모든 가구에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발코니 확장비와 입면 분할 이중창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남양산역 지하철 3번 출구 앞에 있다. 29일 1굛2순위 청약, 30일 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688-1005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6성급 아파트형 호텔 룏원르타워룑가 분양 중이다. 계약자에게 소유
권을 이전한 후 수익금을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연중 14박15일 동안 무료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고, 룏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MM2H)룑 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체 165만㎡ 용지에 조성되는 룏에코 마린 테마파크룑 시설의 일부로, 이번에 1차로 공급
하는 물량은 160개 객실로 구성된 서비스형 아파트 타입의 호텔 룸이다. 전용 52.36㎡ 규모
침실, 거실, 화장실 각각 1개로 구성된 방과 전용 106.19㎡ 규모 거실 1개, 침실과 화장실
각각 2개로 구성된 방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전 가구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발코니와 주차장이 가구별로 추가 제공된다. 호텔
에서 해변까지는 도보 5분, 해양생태공원까지는 도보 8분 거리라 휴양 용도에 적합하다. 에
코 마린 테마파크는 현재 사업용지 조성을 완료한 상태다. 20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야
외 공연장 및 수상 별장, 수상레저시설, 말라카 최대 규모 해수욕장, 워터파크, 웨이브풀,
무지개 영상 슬라이드, 카지노 등이 들어선다. (02)564-5252

▶ 서초 리슈빌S 더퍼스트

▶ 양평 스카이시티 오피스텔

유동인구 10만명 품었다

방송국 배후수요 굿~

KB부동산신탁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10
에 계룡건설그룹 KR산업
이 시공한 룏서초 리슈빌S
더 퍼스트룑 오피스텔을 분
양한다.
지하 4층, 지상 20층 1
개동 규모로 총 315실이
공급된다.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
설, 지상 2~20층은 오피
스텔이 들어선다. 전용면
적은 19굛20㎡ 두 가지 타
입으로 구성된다. 지하 기
계식 주차장에는 171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하다.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가량인 지하철 3호선 남
부터미널역이 도보 거리
에 있고 지하철 2굛3호선 교대역도 가깝다. 교통 여건이 좋아 강남과
종로 등 중심 업무지구로 출퇴근도 용이하다.
서초IC와 예술의전당이 인접해 있고 백화점, 대학교, 대학병원,
문화시설, 쇼핑센터,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반경 1㎞
이내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6 2굛3호선 교대역 10번 출
구 앞에 있다. 분양가는 1억4000만원 대로 계약금 5%, 중도금 6
0%에 대해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02)592-5330

한국자산신탁이 목동
오목교역 인근 영등포구
양평동2가 22-1에서 소형
오피스텔 룏스카이시티룑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10층에
175실 규모며 전용면적
기준 18.20~21.50㎡인
소형으로 구성됐다.
5호선 양평역과 오목교
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
으며, 마포 여의도 등 서
울 시내와 수도권으로 연
결되는 버스노선이 풍부
해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오목교역을 중심으로
목동 일대에 SBS CBS
등 방송국이 위치해 있으
며 상근 인원이 2만명에
달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이달 SK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시작으
로 인근에 연면적 9만9000㎡ 규모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진행될 예
정이라 2만명 이상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계약금은 10%며 중도금 60%는 무이자 융자
를 지원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 인
근에 있다. 입주는 2014년 5월 예정이다.
1599-5057

▶ 파주운정 14블록 롯데캐슬

72만㎡ 호수공원 가까워
롯데건설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룏파주운정 14블록 롯데
캐슬룑의 일부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18~30층 20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59㎡ 1
78가구 △84㎡ 867가구 △101㎡ 216가구 △113㎡ 471가구 △12
6㎡ 148가구 총 1880가구로 구성된 매머드급 단지다.
단지 남측으로 약 72만6000㎡ 규모 운정호수공원이 위치해 있
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전 가구를 남향으로 설계했다.
경의선 운정역과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2
자유로와 김포관산도로도 가깝다. 인근에 서울~일산~운정신도시~
문산 고속도로 개발도 계획돼 있다. 가온초, 지산중, 해솔중 등의
학교가 인접해 있다. 운정역 인근 중심상업지구의 생활편의시설과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문화단지의 문화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9-1 지하철 3
호선 마두역 4번 출구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에 있다.
입주는 2014년 11월 예정이다. (031) 908-1880

▶ 강서 메트로칸 오피스텔

마곡지구 풍부한 수요
신안그룹 건설
부문은 서울 강
서구 등촌동 656
-55에 오피스텔
룏강서 메트로칸룑
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 지
상 15층 1개동에
전용면적 16~3
8㎡ 총 382실로
구성됐다.
강서구청 사거
리에 위치한 데
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도보 5
분 거리에 있어
도심 출퇴근이
편리하다. 가양
대교 남북단을 기점으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외
곽순환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
당 900만원 수준이다. 신안 관계자는 룕입주 첫 해 1
년 동안 연 7% 임대수익률 보장증서를 계약과 동시
에 발급해 준다룖고 밝혔다. (02)2642-8070

▶ 구미옥계 중흥S클래스

▶ 강남아르누보씨티Ⅱ 상가

▶ 호계동 엘지아파트 단지내 상가

▶ 레이크우드CC 골프장

구미 산업단지 인접

강남역서 200곒거리

8년 장기임대 안정 수익

회원권 하나로 4명 혜택

중흥건설이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919 일원에
룏구미옥계 중흥S클래스룑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오픈
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 지상 20~29층 12개동이 건립되며 1220
가구 규모 매머드급 단지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75굛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구미국가산업 1~3단지와 현재 개발 중
인 구미국가산업5단지 등이 위치한 직주근접형 단지
다. 구미IC와 가산IC가 인접해 경부굛중부내륙굛중앙
고속도로 접근이 쉽다.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롯데마트 앞에 위치한다. (054)443-1000

오룡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4에 삼환기
업에서 시공한 룏강남아르누보씨티Ⅱ룑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2층, 연면적 2만1132㎡ 규
모로 지상 3~12층까지는 이미 192실이 입주해 고급
레지던스로 운영되고 있다. 상가는 지하 2층~지상 2
층에 들어서며 연면적은 7411㎡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 약 200곒 거리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풍부하며 삼성타운과 롯데칠성 용지 개발, 우
성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 호재도 많다. 분양가는 지
상 1층의 경우 3.3㎡당 1900만~3900만원, 지상 2층
은 3.3㎡당 1400만~1900만원이다. (02)580-7577

HK부동산투자개발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2
동 335-2 룏호계동 엘지아파트룑 주 출입구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분양면적은 243㎡로, 현재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해 있다.
점포는 8년 장기 임대계약이 확정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된다.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 선이다. 계약과 동시
에 소유권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승계
후 임대 수익이 즉시 발생한다.
(031)477-8911

강북권 명문 골프장 레이크우드CC가 9홀 증설과
코스 리노베이션을 맞아 무기명 회원을 모집 중이다.
회원권 1개에 함께 골프를 즐기는 4명이 모두 회원
대우를 받는다. 주말 8회, 주중엔 자유롭게 예약이
가능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부
분 개통돼 서울 강남에서 3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
다. 9홀이 증설되면 워킹 코스와 전통카트 코스를 병
행해 운영할 예정이며, 총 36홀의 다양한 코스를 즐
길 수 있게 된다.
(02)596-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