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건설은 올 하반기 경기권에 2954

가구, 창원과 제주 등 지방에 2289가구 

등 총 599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에서는 ▲수원 권선 꿈에그린 1

차 (6월, 759가구) ▲용인 상현 꿈에그린 

(9월, 552가구) 등 일반아파트가 예정돼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수원 권선동은 노

후아파트가 많고 1~2인 가구 증가율에 

비해 소형면적이 부족한 편”이라며 “투

자자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두루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인 창원 대원 꿈에그린을 공급할 예정

이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이 단지는 총 

1530가구 규모로 한화건설은 이 중 81

가구를 일반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재건

축 지역인 만큼 교통, 교육환경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특히 

지역 내 핵심입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수

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에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6월, 759가구)가 예정돼 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첨단 과학기술 산업단

지로서 현재 IT관련 기업 71개, BT 관련 

기업 30개, 기타 19개 등 120개에 이르

는 기업이 입주해 있는 등 배후수요가 풍

부하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저금리 기

조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큰 이변

이 없는 한 분양 성공을 자신한다”고 밝

혔다. 이어 “수요자들 역시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한화건설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청약률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일산 주거중심 최고층 아파트 탄생

올 하반기 경기·지방 6000 가구 공급

수원·창원 등 대단지 구성

한화건설은 오는 29일 경기 일산신도

시 킨텍스(한국국제전시장) 부지에 1880

가구 복합주거단지 ‘킨텍스 꿈에그린’ 본

보기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

간다.

킨텍스 꿈에그린은 고양 일산서구 대화

동 킨텍스 1단계 C2블록에 들어서며, 지

하 5층~지상 49층 10개 동 전용 84~150

㎡ 총 1880가구 규모 복합단지다. 아파트

는 전용 ▲84㎡ 818가구 ▲92㎡ 270가구 

▲148~150㎡ 12가구(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며 오피스텔은 전용 ▲84㎡ 780실

이다.

일산신도시 내 최고층, 최대 단지의 새 

아파트로 공급되기 때문에 랜드마크로 자

리잡을 전망이다. 이 단지는 특히 일산신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브랜

드 아파트로 평가 받고 있다.

킨텍스 꿈에그린은 일산 킨텍스 내에서

도 1종 지구단위계획 상 정중앙(C2블록)에 

있어 반경 1km내 다양한 개발호재를 도보 

권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 수혜단지로 꼽히

고 있다. 

실제 일산 호수공원이 도보권에 있다. 현

대백화점 및 레이킨스몰을 시작으로 전시

장, 고양문화원사, 원마운트, 아쿠아플라

넷, 롯데빅마켓, 현대오토월드, 이마트 트

레이더스(상반기 예정) 등 대형 문화·쇼

핑·테마파크가 단계적으로 건립되면서 

개장 운영 중이다.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한류 테마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될 계

획이다.

킨텍스 꿈에그린은 무엇보다 교통여건

이 훌륭하다. 

3호선 대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

는 역세권 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확정으로 개통(2022년 예

정) 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다. 

강변북로(자유로) 킨텍스IC와 제2자유

로 한류월드IC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학군으로 유명한 

문촌·강선마을의 한수초·중, 주엽초·

고, 장촌초, 경기영상과학고, 대진고 등이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한류초등학교(예정)

가 신설될 예정이다.

송희용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일산 주

거중심지에 오랜만에 공급하는 브랜드 아

파트인데다 다양한 개발 호재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

다”며 “향후 일산을 이끌어갈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킨텍스 1종 지구단위계획 중앙

편의·교통·학군·브랜드까지 갖춰

GTX 개통땐 삼성역까지 20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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