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2. 대상자 목록

연

번

소재지
(마포구)

지번 구분 지목
총면적

(㎡)

소유지분

면적(㎡)
송달주소 대상자 성명 비고

1

공덕동 255-6 토지 대 402.30 2.5343 

소유자

서순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 15, 122동 
303호(분당동,장안타
운)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5 삼익아파트 
502-12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우성아파트 
10-702

상속인 최문성

상속인 최윤성

상속인 최준호

수취인
불명

공덕동 255-6 토지 대 402.30 0.5069 

공덕동 255-8 토지 도로 60.70 0.3824 

공덕동 255-8 토지 도로 60.70 0.0765 

공덕동 255-9 토지 대 217.90 1.3726 

공덕동 255-9 토지 대 217.90 0.2745 













22. 6. 17. 오전 11:02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배송조회

1/1

기본정보

등기번호 보내는 분/접수일자 받는 분 수령인/배달일자 취급구분 배달결과

3110508075131
법무법인 유한 민 

2022.04.26
최문성 익일특급

미배달 

(반송불요, 1개월 보관)

보내는 분, 받는 분은 우편물 상에 기재된 성명(회사명 등)을 말하며 수령인은 해당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한 분을 말함

배송 진행상황

배송문의
배송완료시간은 고객님이 실제 받으신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서비스는 1년 미만의 우편물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인 인터넷 배송조회는 우편물의 배송상태를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모든 배송정보가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이해관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려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59조에 따른 배달증명서비스를 우체국이

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발생국 처리현황

2022.04.26 15:13 서울역삼1동우체국 접수  

2022.04.26 18:13 서울역삼1동우체국 발송  

2022.04.26 18:47 동서울우편집중국 도착  

2022.04.26 23:14 동서울우편집중국 발송  

2022.04.27 00:04 성남우편집중국 도착  

2022.04.27 05:24 성남우편집중국 발송  

2022.04.27 05:39 성남분당우체국 도착  

2022.04.27 07:48
성남분당우체국 

TEL : 031.725.8014
배달준비 (집배원 정보 보기)

2022.04.27 11:47 성남분당우체국

미배달 

* 미배달 사유 : 수취인불명 

( 반송불요, 1개월 보관 ) 

출력된 정보를 인터넷우체국에서 직접 다시 조회하시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javascript:fncDetailInfo('3110508075131','20220427',3,'40166','1','0','0')












22. 6. 17. 오전 11:08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배송조회

1/1

기본정보

등기번호 보내는 분/접수일자 받는 분 수령인/배달일자 취급구분 배달결과

3110508075130
법무법인 유한 민 

2022.04.26
최윤성 익일특급

미배달 

(반송불요, 1개월 보관)

보내는 분, 받는 분은 우편물 상에 기재된 성명(회사명 등)을 말하며 수령인은 해당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한 분을 말함

배송 진행상황

배송문의
배송완료시간은 고객님이 실제 받으신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서비스는 1년 미만의 우편물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인 인터넷 배송조회는 우편물의 배송상태를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모든 배송정보가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이해관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려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59조에 따른 배달증명서비스를 우체국이

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발생국 처리현황

2022.04.26 15:13 서울역삼1동우체국 접수  

2022.04.26 18:13 서울역삼1동우체국 발송  

2022.04.26 18:47 동서울우편집중국 도착  

2022.04.27 05:12 동서울우편집중국 발송  

2022.04.27 05:50 서울강동우체국 도착  

2022.04.27 07:57
서울강동우체국 

TEL : 02.440.2828
배달준비 (집배원 정보 보기)

2022.04.27 14:20 서울강동우체국

미배달 

* 미배달 사유 : 수취인불명 

( 반송불요, 1개월 보관 ) 

출력된 정보를 인터넷우체국에서 직접 다시 조회하시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javascript:fncDetailInfo('3110508075130','20220427',3,'10088','1','0','0')












22. 6. 17. 오전 11:09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배송조회

1/1

기본정보

등기번호 보내는 분/접수일자 받는 분 수령인/배달일자 취급구분 배달결과

3110508075129
법무법인 유한 민 

2022.04.26
최준호 익일특급

미배달 

(반송불요, 1개월 보관)

보내는 분, 받는 분은 우편물 상에 기재된 성명(회사명 등)을 말하며 수령인은 해당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한 분을 말함

배송 진행상황

배송문의
배송완료시간은 고객님이 실제 받으신 시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서비스는 1년 미만의 우편물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인 인터넷 배송조회는 우편물의 배송상태를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모든 배송정보가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종 이해관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려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59조에 따른 배달증명서비스를 우체국이

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발생국 처리현황

2022.04.26 15:13 서울역삼1동우체국 접수  

2022.04.26 18:13 서울역삼1동우체국 발송  

2022.04.26 18:47 동서울우편집중국 도착  

2022.04.26 23:09 동서울우편집중국 발송  

2022.04.26 23:53 고양우편집중국 도착  

2022.04.27 03:40 고양우편집중국 발송  

2022.04.27 04:39 서울마포(물류과) 도착  

2022.04.27 08:41
서울마포우체국 

TEL : 02.6901.7699
배달준비 (집배원 정보 보기)

2022.04.27 12:16 서울마포우체국

미배달 

* 미배달 사유 : 수취인불명 

( 반송불요, 1개월 보관 ) 

출력된 정보를 인터넷우체국에서 직접 다시 조회하시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javascript:fncDetailInfo('3110508075129','20220427',3,'1004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