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7.

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0시54분26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06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3층 제305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8.78㎡

소유지분현황 (갑구)

인터넷등기소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0시54분26초

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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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0시56분50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08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3층 제307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19.45㎡

소유지분현황 (갑구)

인터넷등기소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0시56분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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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09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10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3층 제309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19.45㎡

소유지분현황 (갑구)

인터넷등기소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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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2분00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14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4층 제404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9.87㎡

소유지분현황 (갑구)

인터넷등기소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2분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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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2분44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15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4층 제405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8.78㎡

소유지분현황 (갑구)

인터넷등기소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2분44초

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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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2분42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
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16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4층 제406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19.45㎡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2분42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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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2분26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
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
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17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4층 제407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19.45㎡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
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2분26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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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57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
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
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19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4층 제409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19.45㎡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
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57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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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42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
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
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22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5층 제503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7.6㎡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
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42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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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27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
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
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23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5층 제504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9.87㎡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
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27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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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11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
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24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5층 제505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8.78㎡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1분11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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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0분54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
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25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5층 제506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19.45㎡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0분54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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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0분41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
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
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30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6층 제603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7.6㎡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
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0분41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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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0분24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
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32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6층 제605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8.78㎡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10분24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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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09분38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
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37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7층 제701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69.12㎡
인터넷등기소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1시09분38초

http://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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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0시43분38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04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3층 제303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7.6㎡

소유지분현황 (갑구)

인터넷등기소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0시43분38초

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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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요약

부동산정보요약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0시48분52초

[주의사항]
ㆍ부동산정보요약은 지정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부동산정보요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된 권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고유번호 : 2850-2018-000405

ㆍ[집합건물] 지번,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580-6 제3층 제304호
건 물 내 역 : 철근콘크리트구조39.87㎡

소유지분현황 (갑구)

인터넷등기소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순위번호

교보자산신탁주
식회사 (수탁자)

110111-1617434

단독소유

4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기록사항 없음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기록사항 없음

권리변동 예정사항
ㆍ이 부동산 등기기록에 기재된 신청사건 접수 정보는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ㆍ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ㆍ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ㆍ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ㆍ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대표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열람일시 : 2020년03월17일 20시48분52초

www.iros.go.kr/b171/prt/KPRTViewPopUp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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