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가 7,626,705,850
ㆍ대지 2,884,335,000

(37.82%) 

ㆍ건물 4,695,595,450
(61.57%) 

ㆍ제시 46,775,400
(0.61%)

최저가 3,123,899,000
(41%)

①  7,546,404,850 

울산6계 2016 타경 15862 숙박
사건내용 

병합/중복 2017-11188(병합-유에스제8차유동화전문), 2019-17319(중복-권희정)

과 거 사 건 울산 2016-204

소 재 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618-2 ,-5,-6,-7,-8,-9 [일괄]618-5, 618-6, 618-7, 외4
(50502)경남 양산시  하북면 신평강변8길  11

경 매 구 분 임의경매 채 권 자 신한은행 

용 도 숙박 채무/소유자 통도자연관광호텔 매 각 기 일 20.01.13 (4,700,000,000
원)

감 정 가 7,626,705,850
(17.01.03) 청 구 액 3,409,630,613 다 음 예 정

최 저 가 3,123,899,000 (41%) 토 지 면 적 3,094.0㎡ (935.9평) 경매개시일 16.12.23

입찰보증금 312,389,900 (10%) 건 물 면 적
전체 6,119.2㎡ (1,851.1
평) 
제시외 241.6㎡ (73.1평)

배당종기일 17.03.20

주 의 사 항 ㆍ유치권   

조 회 수
ㆍ금일조회 1 (0)  ㆍ금회차공고후조회 91 (61)  ㆍ누적조회 1,255 (193)   ()는 5분이상 열람 
ㆍ7일내 3일이상 열람자 9 ㆍ14일내 6일이상 열람자 4 (기준일-2020.01.13/전국연회원

전용)

소재지/감정요약 물건번호/면적(m2) 감정가/최저가/과정 임차조사 등기권리

(50502)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8-2 ,-5,-6,-7,-8,
-9 
[신평강변8길11]

감정평가액
건물 : 4,398,915,05
0

감정평가서요약

- 철콘조슬래브지붕 
- 제반교통사정보통 
- 남동측약8m내외,남

서측약10m내외도로
접함 

- 일괄입찰

물건번호: 단독물건 

건물 
ㆍ 1층로비 1,060.9 

(320.91평)
₩3,207,129,120
현일부사우나,근
린생활시설(내부
공사중)
일부리모델링공
사중

ㆍ 2층객실 729.7 
(220.73평)
₩792,449,450
현일부근린생활
시설(내부공사중)
실:910.8 
일부리모델링공
사중

(평당 3,081,752)

(평당 2,536,706)

경매진행과정

2017-11-23 변경

법원임차조사

김스포
츠 

사업 2015.01.22
점포/별관215호
99㎡
점유기간
2015.01.01-2019.
12.31

김상원 사업 2016.05.26
(보) 300,000,000 
(월) 5,000,000 
점포/4169㎡
점유기간
2016.03.31-2021.
03.30

이숙자 사업 2016.07.27
확정 2016.07.27

소유권통도자연관광호
텔 
2007.03.30
전소유자:다올
부동산 

근저당
[공동]

신한은행 
충무로극동금융
2013.03.21
4,870,800,000 

근저당
[공동]

신정분 
2015.07.30
390,000,000 

근저당
[공동]

김성철 
2015.11.18
100,000,000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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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546,404,850 

①  7,626,705,850 

②  20% ↓ 6,101,365,000 

③  20% ↓ 4,881,092,000 

④  20% ↓ 3,904,874,000 

④  3,904,874,000 

⑤  20% ↓ 3,123,899,000 

⑤  3,123,899,000 

⑤  3,123,899,000 

- 보광고등학교북서측
인근 

- 주변단독주택,근린생
활시설등혼재한상업
지대 

- 차량접근가능 
- 버스(정)인근 
- 1차감정:7,546,404,85

0

- 일반상업지역

2017.01.03 삼일감정 

ㆍ 3층객실등 380.8 
(115.18평)

ㆍ 4층객실등 380.8 
(115.18평)

ㆍ 5층객실등 380.8 
(115.18평)

ㆍ 6층숙박시
설 380.8 
(115.18평)
현근린생활시설
(연회장)

ㆍ 7층숙박시
설 380.8 
(115.18평)
현근린생활시설
(식당)

ㆍ 8층숙박시
설 380.8 
(115.18평)
현근린생활시설
(스카이라운지)

ㆍ 지하층주차장,기
계실,창고등 924.4 
(279.63평)
₩399,336,480

사우나관련기계설비
(발전기,온수보일러,
온수탱크,배관,기타
설비)포함
- 총8층
- 승인 : 2002.09.05
- 보존 : 2002.09.10
- 증축 : 2004.01.07
소나무,대나무등조
경수포함

2018-01-18 변경

2018-03-22 유찰

2018-04-19 유찰

2018-05-24 유찰

2018-06-21 변경

2018-08-23 유찰

2018-09-21 변경

2018-11-22 매각

매수인 (주)KM. 

응찰수 1명 

매각가 3,600,000,000
(47.20%)

불허 2018-11-29

2020-01-13 매각

매수인 주)LK개발 

응찰수 2명 

매각가 4,700,000,000
(61.63%)

2위 3,885,500,000
(50.95%)

허가 2020-01-20
납기 2020-04-23

(대금미납)

배당 2017.02.17
(보) 180,000,000 
점포/1000㎡
점유기간
2016.05.25-현재
현황조사점유:2
016.05.25-2018.
05.24

민성례 사업 2016.09.06
(보) 5,000,000 
점포/6.6㎡
점유기간
2015.11.30-2016.
11.29

*동사무소의 전입자 주민
등록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음.세무서의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열람한 
바(임차인:김스포츠(주), 
이정희, 김상원, 민성례,
이숙자 등재됨. (주)통도
호텔임

총보증금:485,000,000
총월세금:5,000,000

근저당
[공동]

2015.12.04
280,000,000 

근저당
[공동]

권희정 
2015.12.08
300,000,000 

가압류
[공동]

임채식 
2015.12.28
30,954,000 
2015 카단 
52976 부산 GO

근저당
[공동]

(주)비케이창호 
2016.03.17
54,500,000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강북신용지원
2016.06.16
12,840,000 
2016 카단 
39973 서울중앙 
GO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강남신용지원
2016.06.16
10,000,000 
2016 카단 
805245 서울중
앙 GO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2016.07.06
158,931,030 
2016 카단 4692 
부산 GO

임   의
[공동]

신한은행 
여신관리부
2016.12.26

*청구
액:3,409,630,613원

압   류 국민건강보험공
단 
양산지사
2017.07.11

가압류
[공동]

경동도시가스 
2017.08.09
33,360,300 
2017 카단 12079 
울산 GO

가압류
[공동]

이종은 
2017.09.07
400,000,000 
2017 카합 10288 
울산 GO

압   류 양산시 
2017.09.13

가압류
[공동]

김병주 
2018.04.03
53,000,000 
2018 카단 11089 
울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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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류
[공동]

양산세무서 
2019.05.21

임   의
[공동]

권희정 
2019.11.04
2019타경17319 

채권총액 
6,694,385,330원

열람일자 : 2019.11.11 

(50502)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8-2 
[신평강변8길11]

감정평가액
토지 : 1,399,032,00
0

감정평가서요약

- 618-5,-6,-7,-8,-9번지
와일단지 

- 제반교통사정보통 
- 남동측약8m내외,남

서측약10m내외도로
접함 

- 6필일단부정형등고
평탄지 

표준지가 : 705,000
감정지가 : 918,000

대지 1,524.0
(461.01평)
₩1,399,032,000

법원임차조사 소유권통도자연관광호
텔 
2007.03.30
전소유자:다올
부동산 

근저당
[공동]

신한은행 
충무로극동금융
2013.03.21
4,870,800,000 

근저당
[공동]

신정분 
2015.07.30
390,000,000 

근저당
[공동]

김성철 
2015.11.18
100,000,000 

근저당
[공동]

이숙자 
2015.12.04
280,000,000 

근저당
[공동]

권희정 
2015.12.08
300,000,000 

가압류
[공동]

임채식 
2015.12.28
30,954,000 
2015 카단 
52976 부산 GO

근저당
[공동]

(주)비케이창호 
2016.03.17
54,500,000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강북신용지원
2016.06.16
12,840,000 
2016 카단 
39973 서울중앙 
GO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강남신용지원
2016.06.16
10,000,000 
2016 카단 
805245 서울중
앙 GO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2016.07.06
158,9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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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카단 4692 
부산 GO

압   류 양산시 
2016.10.04

압   류 국민건강보험공
단 
양산지사
2016.12.16

임   의
[공동]

신한은행 
여신관리부
2016.12.26

가압류
[공동]

경동도시가스 
2017.08.09
33,360,300 
2017 카단 12079 
울산 GO

가압류
[공동]

이종은 
2017.09.07
400,000,000 
2017 카합 10288 
울산 GO

가압류
[공동]

김병주 
2018.04.03
53,000,000 
2018 카단 11089 
울산 GO

압   류
[공동]

양산세무서 
2019.05.21

임   의
[공동]

권희정 
2019.11.04
2019타경17319 

채권총액 
6,694,385,330원

열람일자 : 2019.11.11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8-5 

감정평가액
토지 : 198,288,000

감정평가서요약

- 제반교통사정보통 
- 남동측약8m내외,남

서측약10m내외도로
접함 

- 6필일단부정형등고
평탄지 

- 일반상업지역

표준지가 : 705,000
감정지가 : 918,000

답 216.0
(65.34평)
₩198,288,000
현:대지

농취증불요

법원임차조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8-6 

답 206.0
(62.32평)
₩189,108,000

법원임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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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토지 : 189,108,000

감정평가서요약

- 제반교통사정보통 
- 남동측약8m내외,남

서측약10m내외도로
접함 

- 6필일단부정형등고
평탄지 

- 일반상업지역

표준지가 : 705,000
감정지가 : 918,000

현:대지
농취증불요

(50502)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8-7 
[신평강변8길11]

감정평가액
토지 : 198,288,000

감정평가서요약

- 제반교통사정보통 
- 남동측약8m내외,남

서측약10m내외도로
접함 

- 6필일단부정형등고
평탄지 

- 일반상업지역

표준지가 : 705,000
감정지가 : 918,000

답 216.0
(65.34평)
₩198,288,000
현:대지

농취증불요

법원임차조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8-8 

감정평가액
토지 : 39,474,000

감정평가서요약

- 제반교통사정보통 
- 남동측약8m내외,남

서측약10m내외도로
접함 

- 6필일단부정형등고
평탄지 

- 일반상업지역

표준지가 : 705,000
감정지가 : 918,000

도로 43.0
(13.01평)
₩39,474,000
현:대지

법원임차조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8-9 

감정평가액
토지 : 156,060,000

감정평가서요약

답 170.0
(51.43평)
₩156,060,000
현:대지

농취증불요

법원임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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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교통사정보통 
- 남동측약8m내외,남

서측약10m내외도로
접함 

- 6필일단부정형등고
평탄지 

- 일반상업지역

표준지가 : 705,000
감정지가 : 918,000

(50502)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8-10 
[신평중앙길40]

감정평가액
토지 : 623,784,000
건물 : 296,680,400
제시 : 46,775,400
합계 : 967,239,800

감정평가서요약

- 철콘및조적조슬래브
지붕 

- 숙박시설및2종근린
생활시설 

- 제반교통사정보통 
- 남동측약8m내외,남

서측약10m내외도로
접함 

- 사다리형등고평탄지 

- 일반상업지역

표준지가 : 705,000
감정지가 : 987,000

대지 632.0
(191.18평)
₩623,784,000

건물 
ㆍ 1층근린생활시

설 301.7 
(91.26평)
₩184,448,000
실:576.4

ㆍ 2층객실 288.2 
(87.18평)
₩112,232,400
실:301.7 
대장상:근린생활
시설

ㆍ 3층객실 288.2 
(87.18평)
대장상:근린생활
시설

리모델링공사중
- 승인 : 1986.01.06
제시외 
ㆍ 지하기계실 57.0 

(17.24평)
₩16,416,000
618-2,-5,-6,-7,-8,
-9지상

ㆍ 지하기계실 27.0 
(8.17평)
₩2,862,000
618-2,-5,-6,-7,-8,
-9지상

ㆍ 지하창고 27.0 
(8.17평)
₩5,670,000
618-2,-5,-6,-7,-8,
-9지상

ㆍ 1층탈의실 14.6 
(4.42평)
₩3,066,000
618-2,-5,-6,-7,-8,
-9지상

ㆍ 1층물탱크실,휴게
실 38.3 
(11.59평)
₩8,043,000
618-2,-5,-6,-7,-8,
-9지상

ㆍ 1층찜질방 12.4 
(3.75평)
₩2,604,000
618-2,-5,-6,-7,-8,
-9지상

ㆍ 옥탑창고 5.9 
(1.78평)
₩611,600

법원임차조사

*동사무소의 전입자 주민
등록열람한 바,전입세대 
없음.세무서의 상가건물
에 대한 등록사항등의 현
황서를 열람한 바,등록사
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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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632㎡ (191평)

건 6,119㎡ (1851평) 1,524㎡ (461평)

895㎡ (271평) 43㎡ (13평)

특수권리분석 ※ 이해관계자 제보 등을 반영한 지지옥션의 주관적 분석 의견임 

618-2,-5,-6,-7,-8,
-9지상

ㆍ 옥탑창고 7.0 
(2.12평)
₩560,000
618-2,-5,-6,-7,-8,
-9지상

ㆍ 옥탑창고 33.7 
(10.19평)
₩2,696,000
618-2,-5,-6,-7,-8,
-9지상

ㆍ 2층연결다리 1.8 
(0.54평)
₩190,800

ㆍ 옥탑창고,물탱크
실 16.9 
(5.11평)
₩4,056,000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 616-17 

감정평가액
토지 : 80,301,000

감정평가서요약

- 병합2017-11188감정
평가서(린감정 2017.
9.26) 

- 대중교통사정무난 
- 부정형토지 
- 남동측8m,남서측12

m포장도로접함 
- 소로2류(8-10m)접함 
- 인접지와지적경계불

분명한바정확한지적
측량및경계확인요함 

- 일반상업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

표준지가 : 890,000
감정지가 : 923,000

답 87.0
(26.32평)
₩80,301,000
현:잡종지,통도호
텔주차장용지

농취증불요
*2018.1월 616-17번지
추가되면서감정가조
정

법원임차조사

용도별 매각목록 요약 

용도 목록수 감정가 면적 용도 목록수 감정가 면적

숙박 2 5,366,154,850 대지 1 1,399,032,000

답 5 822,045,000 도로 1 39,474,000

ㆍ유치권  (분석일자:18.05.24)
점유관계 미상인 ‘(주)창대석재’에서 유치권을 신고했
는데, 법원 현황조사 당시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
자나 이를 알리는 게시문 등이 일체 확인되지 않았음
을 감안하면, 신고인의 미점유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
다. 점유가 유치권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고, 경매

그리고 감정평가서상 ‘건물 일부는 리모델링 공사중
이다’는 내용을 감안하면,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
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증가 비용(유익비)이 아니기 때
문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91다
15591호)가 있고, 2회 유찰되고 3회차 매각기일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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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제보 첨부자료: 

예상배당표 [매각가 4,700,000,000으로 분석]    ※ 건물의 권리관계로만 분석되었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2006다22050호)가 있
습니다. 

박하여 갑자기 신고한 점까지 감안하면, 유치권이 성
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연합자산관리, 2019.05.07 ☏ 02-2179-2447
(주)창대석재 및 여도종합건설(주)가 신고한 유치권에 대하여 원고인 US8차 유동화전문(유)가최종 승소확정됨. - 울산
지방법원 2018가합 25669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참고사항 

ㆍ관련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타기425
ㆍ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ㆍ2. 목록 2번, 3번, 4번, 6번, 10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음
ㆍ3. 주식회사 창대석재로 부터 공사대금 2,720,000,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2018.05.23.자로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불분명함
ㆍ4. 여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68,676,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2018.09.12.자로 제출되었으나, 
2019.03.14자로 `유치권신고에대한철회서` 제출되었음
ㆍ2018.05.23 유치권자 (주) 창대석재 유치권신고서 제출

등기권리

종류 권리자 등기일자 채권액 예상배당액 인수 비고

소유권 통도자연관광호텔 2007-03-30 말소 

근저당권 신한은행 2013-03-21 4,870,800,000 4,679,695,642 말소 말소기준등기

근저당권 신정분 2015-07-30 390,000,000 말소 

근저당권 김성철 2015-11-18 100,000,000 말소 

근저당권 이숙자 2015-12-04 280,000,000 말소 

근저당권 권희정 2015-12-08 300,000,000 말소 

가압류 임채식 2015-12-28 30,954,000 말소 

근저당권 (주)비케이창호 2016-03-17 54,500,000 말소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2016-06-16 12,840,000 말소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2016-06-16 10,000,000 말소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2016-07-06 158,931,030 말소 

임   의 신한은행 2016-12-26 말소 경매기입등기

압   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07-11 말소 

가압류 경동도시가스 2017-08-09 33,360,300 말소 

가압류 이종은 2017-09-07 400,000,000 말소 

압   류 양산시 2017-09-13 말소 

가압류 김병주 2018-04-03 53,000,000 말소 

압   류 양산세무서 2019-05-21 말소 

임   의 권희정 2019-11-04 말소 

임차권리 전입자 점유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인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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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 면적단위 : ㎡(평)

ㆍ2002.09.05 신축.(건축과 허가 제29호)
ㆍ2003.12.18 숙박시설(1층:655.22㎡, 2층:118.22㎡)증축, 숙박시설(주차장 지1층:150.44㎡, 1층:219.39㎡)을 숙

박시설로 용도변경/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변경(순지리 618-2에서 
618-2,618-5,618-6,618-7,618-8,618-9) 및 대지면적변경(1,524㎡에서 2,375㎡)

ㆍ2007.07.06 등록착오로 인한 숙박시설 1층:1,004.5㎡을 1,060.85㎡로 면적정정(2003.12.18자 1층:655.22㎡ 
증축을 711.57㎡로 정정)

ㆍ2009.04.23 건축과-14230호에 의거 오수처리시설폐쇄후 분류식하수관연결
ㆍ2011.01.12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층별개요(주/부속 일련번호: -> 1)표제부(주/부속 일련번호: 

-> 1)) 직권변경

예상명도비용 124,900,000 원 (노무자수:380명, 컨테이너 72대 - 평일주간, 특수장비, 특수인력 비용 별도)

이숙자 점포/1000㎡ 사업 : 2016-07-27
확정 : 2016-07-27
배당 : 2017-02-17

보 180,000,000 無 소멸 영업

김스포츠 점포/별관215호99
㎡ 사업 : 2015-01-22 無 소멸 영업

김상원 점포/4169㎡ 사업 : 2016-05-26

보 300,000,000

월 5,000,000

환산 800,000,000

無 소멸 영업

민성례 점포/6.6㎡ 사업 : 2016-09-06 보 5,000,000 無 소멸 영업

배당순서

종류 배당자 예상배당액 배당후잔액 배당사유

경매비용 20,304,358  4,679,695,642

근저당권  신한은행 4,679,695,642 0 근저

※ 본 표는 예상내역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측 분석자료의 메뉴에서 매각가를 수정하여 분석하는 등, 보다 자세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618-2 외 5필지

대지면적 2,375(718) 연면적 5,000(1,512) 허가일자 2001-09-28

건축면적 1,104(334) 용적률산정용연면적 4,075(1,233) 착공일자

건폐율 46.46 % 용적률 171.58 % 사용승인일자 2002-09-05

주차장 ㆍ옥내,자주식 - 21대(241.5㎡ (73.05평)) ㆍ옥외,자주식 - 35대(412.5㎡ (124.78평)) 

기타

변동사항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지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주차장) 615.13 (186)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309.26 (94)

1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060.85 (32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729.7 (221)

3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380.76 (115)

4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380.76 (115)

5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380.76 (115)

6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380.76 (115)

7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380.76 (115)

8층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380.76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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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00

756,600

717,800

705,000

695,000

ㆍ매각사례 (경남 양산시/숙박 직전6개월 매각가율 61.6% , 매각율 33.3%, ㆍ경쟁률2명 ) 

가격정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거래금액 지목 면적-㎡ ㎡당 금액 계약년월 계약일 용도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토지]

490,000,000 전 519 (157평) 944,123 2020.05 17 자연녹지지역

80,000,000 전 519 (157평) 154,143 2020.04 25 자연녹지지역

283,500,000 전 62 (19평) 4,572,581 2020.04 10 일반상업지역

32,800,000 전 62 (19평) 529,032 2020.03 3 일반상업지역

49,200,000 전 264 (80평) 186,364 2020.03 3 자연녹지지역

년도 개별 공시지가

2015 2016 2017 2018 2019
650,000

700,000

750,000

800,000

2019 2.6%▲

2018 5.4%▲

2017 1.8%▲

2016 1.4%▲

2015 - 

인근물건 

ㆍ경·공매물건

구분 사건(관리)번호 인근물건 입찰(개찰)일 감정(청구)액 최저가 

진행 울산6 2019-10516 경남 양산시 물금읍 목욕시설상가 2020.07.07 1,463,000,000 351,266,000

진행 울산3 2019-15443 경남 양산시 중부동 아파트상가 2020.07.08 629,000,000 308,210,000

진행 울산7 2019-9769 경남 양산시 물금읍 상가 2020.07.09 453,000,000 221,970,000

예정 울산1  2020-106376 경남 양산시 상북면 근린상가 2020.06.08 65,000,000 0

예정 울산4  2020-7530 경남 양산시 물금읍 상가 2020.06.04 2,810,210,585 0

예정 울산6  2020-7448 경남 양산시 북부동 근린상가 2020.06.03 15,000,000 0

매각일자
사건번호 물건기본내역 감정가

최저가
매각금액
응찰자수

최근 6개월동안 경남 양산시 숙박 매각사례가 없습니다.

ㆍ거래사례 (제공: )

소재지 용도 거래금액(원) 토지면적(㎡) 평당토지금액 건물면적(㎡) 평당건물금액 거래시점

하북면 순지리 564-1 상업업무 878,000,000 716.0 4,053,743 610.4 4,755,045 2020.02

하북면 순지리 802-2 상업업무 1,750,000,000 345.0 15,635,471 1,660.8 3,483,252 2018.01

하북면 순지리 817-2 상업업무 380,000,000 544.3 2,307,916 196.5 6,393,193 2017.07

하북면 순지리 818-4 상업업무 430,000,000 337.7 4,209,321 99.1 14,349,764 2017.07

하북면 순지리 524-
43 상업업무 450,000,000 232.0 6,412,084 229.1 6,492,116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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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통계 (경남 양산시 / 숙박) 조회수통계 

년/월 19/12 20/01 20/02 20/03 20/04 20/05 

매각 0 건 1 건 0 건 0 건 0 건 0 건 

매각율 매각가율 응찰자수(명)

19/12 20/01 20/02 20/03 20/04 20/05
0

25

50

75

100

금일 1주평균 2주평균 공고후 총조회수

1 / 0 0.86 / 0.57 0.57 / 0.29 91 / 61 1,255 / 193

단순조회 5분이상 열람

30 02 05 08 11 14 17 20 23 26 29
0

1

2

3

4



2013년

2008년2017년

2020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3

2019년

20m

관할정보 

법원 ㆍ울산지방법원 6계 전화 : (052)216-8266   ㆍ입찰시간 10:00~11:30     <법원안내> 
ㆍ신한은행(별관 1층), 우체국(별관 1층 105호)

주민센터 ㆍ하북면 행정복지센터 (대표:055-392-7251,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732-5 ) 

등기소 ㆍ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대표:1544-0773,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12 (북부동 373))

세무서 ㆍ양산세무서(대표:055-389-6200,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135(가촌리1296-1)) 

지역분석 

개발계획 ㆍ 양산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 [순지리]    
2016.06.16 
ㆍ 양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용연지구) 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하북면]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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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도로]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 (2009.04.20~2019.04.30)[양산시] 
ㆍ [도로]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009.04.03~2019.01.18)[양산시] 
ㆍ [도로]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009.04.03~2018.12.31)[양산시] 

면책조건으로 제공됨 (출력일: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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