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단일규모 최대, 402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103실초우량기업 대명건설(대명그룹) 시공 서귀포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

초소형 아파트 & 오피스텔

| 다양한 개발호재 | 제주도 6대 핵심개발계획이 집중된 프리미엄의 중심입지

| 안정적 임대수요 | 제주도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풍부한 임대수요층 확보

| 서귀포 최고입지 | 서귀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리는 입지환경

| 뛰어난 투자수익 | 은행예금 이자 대비 최고 8배 안정적이고 높은 투자수익률

홈플러스

휴먼시아6단지

동홍주공5단지

서홍사거리

동홍사거리솜반천

서귀포 고등학교

서귀포의료원

서귀북
초등학교

서귀포시청
제 1청사

센트럴 팰리스 현장

센트럴 팰리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584

제주도,
임대수익률
전국 1위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픈

저렴한
분양가

서귀포
최고의 
입지

(제주도 최대규모)

개발호재의 중심! 
든든한 임대수요!

헬스케어

타운

서귀포혁신도시

제주도 신공항

영어교육도시

제주최대규모

전세대
개방감
확보

도보거리생활인프라

자주식주차장

실외기보일러실없는 혁신평면

고품격게스트룸

광폭주차공간

전기식중앙난방관리비절감

신화역사

공원

민군복합형/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 No.1 
투자의 별

헬스케어타운서귀포 혁신도시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도 신공항

서귀포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

제주도 신공항

제주도 신공항개발 확정으로 더욱 높아지는 서귀포의 가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서귀포 관광미항

관광미항사업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변모

영어교육도시

교육, 주거,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교육커뮤니티 개발

헬스케어타운

관광, 의료가 연계된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

서귀포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

신화역사공원

세계와 제주의 신화,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복합리조트

제주도 신공항 서귀포 확정!

변화의 중심축이 
서귀포로 
이동합니다 

http://www.centralpalace.co.kr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출처 : 부동산114)

※ 은행예금 이자는 시중은행금리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임대수익과 투자가치를 동시에!

초소형 아파트 & 오피스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는 기본, 풍부한 임대수요와 혁신설계까지 

제주의 랜드마크, 서귀포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에서 

임대수익도 투자가치도 더 크게 누리십시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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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서귀포 혁신도시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서귀포 관광미항 제주도 신공항

서귀포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

* 상기 개발계획은 각 개발계획별 해당 사업주체에 의해 진행되며,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New 
Vision 제주도 신공항 서귀포 확정!

변화의 중심축이 
서귀포로 이동합니다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4.47 4.09
3.34 3.39

4.02

2.78

4.67
4.09

5.61

7.99

4.39

19.35%

부산 대구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5.62 5.81
6.2

5.15
5.5

6.7
7.11

4.97

8.89

6.19

7.15
6.626.52

10.1%

제주도 신공항 서귀포 확정
대규모 개발호재 등 지속적인 매매가 상승 중

꾸준한 인구유입과 은행 저금리로 인한 전세대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소형 임대상품 각광 

■전국 지가 상승률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2016.01.01 기준)

■전국 오피스텔 연간 임대수익률 
      (출처 : 부동산 114, 2016년 5월 기준)

제주도 지가 상승률 1위 선호도 높은 소형 임대상품

저금리기조 
장기화

반전세 월세 
급증(소형 아파트)

임대수익 상품
관심도 증가

고정 임대수익에 따른
임대사업자 수요 증가

제주도의 대형 핵심 개발계획이 서귀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사람이 몰려들고, 임대주택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신공항
제주도 신공항개발 확정으로 더욱 높아지는 서귀포의 가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 서귀포 관광미항
관광미항사업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변모

영어교육도시
교육, 주거, 놀이를 한곳에서 누리는 교육커뮤니티 개발

헬스케어타운
관광, 의료가 연계된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

서귀포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

신화역사공원
세계와 제주의 신화,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복합리조트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제주센트럴팰리스카탈로그1(20p).indd   5-6 16. 6. 23.   오후 5:50



서귀포항

올레시장

홈플러스

서귀포의료원

서귀중앙여중서귀포고교

서귀북초교

서귀포시청

일호광장

한라산, 헬스케어타운 방향

서귀서초교

서귀포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의 중심, 동홍동의 랜드마크!

집중된 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핵심입지입니다 

■서귀포 내 최고의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동홍동의 핵심지역에 위치

■어디든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망

■서귀북초, 서귀중앙여자중, 서귀포고 등 도보통학권의 우수한 교육환경

■바로 앞의 홈플러스, 서귀포시청, 서귀포의료원 등 생활편의시설 인접

Landmark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제주센트럴팰리스카탈로그1(20p).indd   7-8 16. 6. 23.   오후 5:50



■세대 내 실외기, 보일러실이 없어 공간을 넓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

■에너지 효율이 높고 관리비가 절감되는 전기식중앙난방 시스템 적용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 1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평면 채택

■개방감의 확보는 물론 조망과 채광성을 극대화한 혁신평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호텔식조식서비스 실비제공

■멀티카페(호텔식 조식서비스), 옥상정원 등 생활이 여유로워지는 

   다양한 편의시설

■방문고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고품격 게스트룸(2세대)

■초보자도 주차하기 쉬운 광폭 주차공간과 전세대 자주식 주차장

센트럴 팰리스 타사 제품
[ 이미지컷 ]

Wide 
Space

Premium 
Life

실외기실·보일러실 없는 혁신평면!

공간, 그 이상의 가치와 
품격을 더합니다 

고품격 생활을 누리는 프리미엄 특권!

수준 높은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선보입니다 

1F

실외기실·보일러실이 없어 타사대비 
약 10% 공간활용과 뛰어난 조망·채광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멀티카페

게스트룸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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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Design 

생활의 품격을 높여주는 고급 마감재와 감각적인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춘 다양한 평면구성까지 더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설계와 세련된 인테리어!

사시는 분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드립니다 

[ O-4 거실 ] [ O-2 욕실 ] [ O-2 수납장 ] [ O-4 복층 ] [ O-4 욕실 ]

[ O-2 침실 ][ O-2 거실 ]

[ O-4 주방 ][ O-2 주방 ]

※ 상기 모델하우스 촬영컷은 분양가 미포함 항목인 전시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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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용면적 (주거+기타)

계약면적

테라스면적

복층면적

42.48㎡

34.32㎡

76.80㎡

10.86㎡

21.07㎡

10세대

추가 서비스면적

[ 복층형 ]O-4 Type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거+기타)

계약면적

테라스면적

복층면적

33.84㎡

27.79㎡

61.63㎡

12.24㎡

18.01㎡

5세대

추가 서비스면적

O-3 Type
[ 복층형 ]

1F

오피스텔(1층)

1F

오피스텔(1층)

평형별 세대수

A-1 : 36세대

A-5 : 10세대

A-2 : 72세대

A-6 : 6세대

A-3 : 84세대

A-7 : 14세대

A-4 : 7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4~10층) : 총 299세대

A-1a : 7세대

O-1 : 16실

O-5 : 4실 O-1a : 2실

O-2 : 24실

O-3 : 22실 / 복층 5실

O-4 : 20실 / 복층 10실

오피스텔(1~3층) : 총 103실

아
파
트

A-1a A-3 A-3 A-3 A-3 A-3 A-3 A-4 A-4 A-4 A-4 A-4 A-4 A-4 A-4 A-4 A-4 A-3 A-3 A-3 A-3 A-3 A-3 A-5 A-1 A-1 A-7 A-2 A-2 A-2 A-2 A-2 A-2 A-2 A-2 A-2 A-2 A-2 A-2 A-7 A-1 A-1 A-1 A-1

A-1101 A-1102 A-1103 A-1104 A-1105 A-1106 A-1107 A-1108 A-1109 A-1110 A-1111 A-1112 A-1113 A-1114 A-1115 A-1116 A-1117 A-1118 A-1119 A-1120 A-1121 A-1122 A-1123 A-1125 A-1126 A-1127 A-1128
A-1129 

A-6
A-1131 

A-6
A-1133 

A-6
A-1135 

A-6
A-1137 

A-6
A-1139 

A-6
A-1141 A-1142 A-1143

A-1145 
A-5

A-1001 A-1002 A-1003 A-1004 A-1005 A-1006 A-1007 A-1008 A-1009 A-1010 A-1011 A-1012 A-1013 A-1014 A-1015 A-1016 A-1017 A-1018 A-1019 A-1020 A-1021 A-1022 A-1023 A-1025 A-1026 A-1027 A-1028 A-1029 A-1030 A-1031 A-1032 A-1033 A-1034 A-1035 A-1036 A-1037 A-1038 A-1039 A-1040 A-1041 A-1042 A-1043
A-1045 

A-5

A-901 A-902 A-903 A-904 A-905 A-906 A-907 A-908 A-909 A-910 A-911 A-912 A-913 A-914 A-915 A-916 A-917 A-918 A-919 A-920 A-921 A-922 A-923 A-925 A-926 A-927 A-928 A-929 A-930 A-931 A-932 A-933 A-934 A-935 A-936 A-937 A-938 A-939 A-940 A-941 A-942 A-943
A-945 

A-5

A-801 A-802 A-803 A-804 A-805 A-806 A-807 A-808 A-809 A-810 A-811 A-812 A-813 A-814 A-815 A-816 A-817 A-818 A-819 A-820 A-821 A-822 A-823 A-825 A-826 A-827 A-828 A-829 A-830 A-831 A-832 A-833 A-834 A-835 A-836 A-837 A-838 A-839 A-840 A-841 A-842 A-843 A-844 A-845

A-701 A-702 A-703 A-704 A-705 A-706 A-707 A-708 A-709 A-710 A-711 A-712 A-713 A-714 A-715 A-716 A-717 A-718 A-719 A-720 A-721 A-722 A-723 A-725 A-726 A-727 A-728 A-729 A-730 A-731 A-732 A-733 A-734 A-735 A-736 A-737 A-738 A-739 A-740 A-741 A-742 A-743 A-744 A-745

A-601 A-602 A-603 A-604 A-605 A-606 A-607 A-608 A-609 A-610 A-611 A-612 A-613 A-614 A-615 A-616 A-617 A-618 A-619 A-620 A-621 A-622 A-623 A-625 A-626 A-627 A-628 A-629 A-630 A-631 A-632 A-633 A-634 A-635 A-636 A-637 A-638 A-639 A-640 A-641 A-642 A-643 A-644 A-645

A-501 A-502 A-503 A-504 A-505 A-506 A-507 A-508 A-509 A-510 A-511 A-512 A-513 A-514 A-515 A-516 A-517 A-518 A-519 A-520 A-521 A-522 A-523 A-525 A-526 A-527 A-528 A-529 A-530 A-531 A-532 A-533 A-534 A-535 A-536 A-537 A-538 A-539 A-540 A-541 A-542 A-543 A-544 A-545

오
피
스
텔

O-1a O-3 O-3 O-3 O-3 O-3 O-3 O-4 O-4 O-4 O-4 O-4 O-4 O-4 O-4 O-4 O-4 O-3 O-3 O-3 O-3 O-3 O-3 O-1 O-1 O-1 O-1 O-5 O-2 O-2 O-2 O-2 O-2 O-2 O-2 O-2 O-2 O-2 O-2 O-2 O-5 O-1 O-1 O-1 O-1

O-301 O-302 O-303 O-304 O-305 O-306 O-307 O-308 O-309 O-310 O-311 O-312 O-313 O-314 O-315 O-316 O-317 O-318 O-319 O-320 O-321 O-322 O-323 O-324 O-325 O-326 O-327 O-328 O-329 O-330 O-331 O-332 O-333 O-334 O-335 O-336 O-337 O-338 O-339 O-340 O-341 O-342 O-343 O-344 O-345

O-201 O-202 O-203 O-204 O-205 O-206 O-207 O-208 O-209 O-210 O-211 O-212 O-213 O-214 O-215 O-216 O-217 O-218 O-219 O-220 O-221 O-224 O-225 O-226 O-227 O-228 O-229 O-230 O-231 O-232 O-233 O-234 O-235 O-236 O-237 O-238 O-239 O-240 O-241 O-242 O-243 O-244 O-245

O-103 O-104 O-105 O-106 O-107 O-108 O-109 O-110 O-111 O-112 O-113 O-114 O-115 O-116 O-117

1층

복층

1층

복층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이외의 옵션항목 및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홍보관을 관람하시
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선 기준으로 산정 되었습니다.(단, 도시형생활주택 확장면적은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 되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되며, 수분양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준공 후 상기 CG와 같
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내 샤워수전(해바라기 헤드)의 모양은 원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시공될 수 있오니 반드시 견본주택(M/H)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이외의 옵션항목 및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홍보관을 관람하시
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선 기준으로 산정 되었습니다.(단, 도시형생활주택 확장면적은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산정 되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되며, 수분양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준공 후 상기 CG와 같
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내 샤워수전(해바라기 헤드)의 모양은 원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시공될 수 있오니 반드시 견본주택(M/H)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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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제작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모든 제품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색상 및 재질, 마감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동질, 동가 이상의 사양과 제작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및 각종 마감재는 실제 색상과 패턴, 형태, 제작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연출용 가구, TV,  커튼, 액자 및 장식소품 등은 모두 전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붙박이가구(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가 설치되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에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등)는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오피스텔 내부 및 세대 간 벽체사양은 변경 될 수 있으며(조적조, 비내력 콘크리트 등)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등으로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침실 등의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부의 우물천장, 커텐박스, 등박스 등의 크기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방지, 문틀 케이싱 설치 등을 위해 

    일부 마감 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의 길이 및 폭,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전기 배관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확장부위의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 시공성 개선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방지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별 제공 품목 및 유·무상옵션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 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재, 벽체, 창호, 마감재 등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형태, 색상, 손잡이등의 하드웨어 그리고 제작사의 사양은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크기가 일부 축소될 수 있으며 외부 마감이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 외부 창호는 내 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실별로 유리, 하드웨어, 차틀 재질 등 사양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실 및 공용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크기, 두께, 개폐방향, 개폐범위, 재질, 제작업체 등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은 동일 타입이라도 동 호수에 따라 설치 위치와 면적 등이 상이하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은 배치여건상 일조권 및 개방감이 저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은 층간 단열 성능 확보를 위해 천장에 추가로 단열재 및 마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코니천장 높이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각 실은 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도어는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실 및 화장실의 환기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현관문에는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 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은 사용성 개선 및 세대 단열 성능 확보를 위해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화문 등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 덕트의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의 싱크대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등의 위치 및 사양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배수구, 환기팬, 천장점검구 등의 위치, 크기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합 분전반(DMS BOX) 설치 위치 및 신발장 선반의 배치는 각 실의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등박스 및 콘센트의 위치 및 개소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등의 위치 및 사양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허용되는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이하 자리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각 실의 계약면적의 합과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 항목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명건설 비발디파크 거제 리조트

속초 델피노

경주 리조트소노펠리체 양양 쏠비치

대한민국 대표 시행사와 시공사의 만남!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으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대치 레몬

울산 휴먼빌

서초 레몬

양평 병산 휴먼빌

양평 양근 휴먼빌

제주 애월읍 아울렛 

제주 센트럴시티 호텔 전주 스카이타워

관철동 복합빌딩

■나이스 평가정보 신용등급 A0등급(2015~2016년)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등급(2015~2016년)

■2015년 시공능력평가 69위의 든든한 시공능력 

■믿을 수 있는 대기업 건설사(대명그룹 패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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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9일

금리 1.25% 시대…
부동산 시장 전망,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주목'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연 1.50%인 기준금리를 1년 만에 다시 연 1.25%로 내리면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오피스텔, 상가, 분양형 호텔 등 고정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

를 끌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부동산은 노후 대비용으로 주목받는 월세 상품이다. 

호한철 반더펠트 사장은 “금리 인하로 월세 상품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

껴지게 될 것”이라며 “연 5%대 수익률이 예상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했다.

■세대 내 실외기, 보일러실이 없어 
   공간을 넓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

■에너지 효율이 높고 관리비가 
   절감되는 전기식중앙난방 시스템 적용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 

   1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평면 채택 

■개방감의 확보는 물론 
   조망과 채광성을 극대화한 혁신평면

■입주민의 다양한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가능한 멀티카페 

■입주민에게 여유로운 휴식과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해 주는 옥상정원

■방문고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고품격 게스트룸(2세대 / 실비제공)

■초보자도 주차하기 쉬운 광폭 
   주차공간(일부)과 전세대 자주식 주차장

[ 이미지컷 ] [ 이미지컷 ]

※ 상기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업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중 세대 및 공용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광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입니다.

실외기실·
보일러실 없는 

혁신평면

고품격 
생활을 누리는

프리미엄 특권

Wide Space Premium Life

지가상승률 1위! 임대수익률 1위! 제주도 부동산투자의 블루칩

투자의 중심, 서귀포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4.47 4.09
3.34 3.39

4.02

2.78

4.67
4.09

5.61

7.99

4.39

19.35%

부산 대구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5.62 5.81
6.2

5.15
5.5

6.7
7.11

4.97

8.89

6.19

7.15
6.626.52

10.1%

제주도 신공항 서귀포 확정

대규모 개발호재 등 

지속적인 매매가 상승 중

꾸준한 인구유입과 

은행 저금리로 인한 

전세대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소형 임대상품으로 각광 

■전국 지가 상승률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2016.01.01 기준)

■전국 오피스텔 연간 임대수익률 
      (출처 : 부동산 114, 2016년 5월 기준)

제주도 지가 
상승률 1위

선호도 높은
소형 임대상품

2016년 7월 20일

올 상반기 
제주 부동산 시장 '핫'

제민일보

주춤하기는 했지만 올 상반기도 제주 부동산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다.

20일 공개된 한국감정원의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발표' 자료에 따

르면 제주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이 

0.1%, 제주 다음 높았던 서울·부산이 각각 0.6%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가팔랐

다. 지난해만 8.1% 올랐던 상황에는 못 미쳤지만 상반기(2015년 2.6%)만 놓고 봤을 때 

1.2%포인트 높은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많았던 전국 분위기와는 차이가 컸다.

아파트매매가격도 올 상반기 5.2% 상승하는 등 전국 평균(0.1%)을 크게 앞질렀다. 지

난해 상반기 4.9%를 추월한 가운데 상위권인 서울(0.7%).부산(0.8%).강원(0.8%).전남

(0.7%)과도 온도차를 보였다.

2016년 7월 20일

제주 집값·땅값 
3년째 전국최고 상승

제주일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광풍’이 지속되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3년째 이어지는 지

역은 제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20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을 통해 

제주역의 상반기 주택매매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상승해 전국평균(0.1%)

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 역시 5.2%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된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 실제 도

내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2014년 1.5%, 지난해 8.1%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2014년 0.3%에서 지난해 2.6%, 올해 3.8%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제주도 단일규모 최대, 402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 오피스텔 103실 ]



A11-001

NONE NONESCALE A1: A3:

DATE NOTE & REVISIONS REV. APP.

1 2 3 4 5 7

1 2 3 4 5 7

A

B

D

E

F

A

B

D

E

F

2016. 08.



A11-002

NONE NONESCALE A1: A3:

DATE NOTE & REVISIONS REV. APP.

1 2 3 4 5 7

1 2 3 4 5 7

A

B

D

E

F

A

B

D

E

F

2016.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