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연수원&유원지
본 자료는 한미금융그룹이 제작한 것이며,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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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배치 및 전경
소재지

A
동
/
B
동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235-8 외 5필지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용도

지하1층: 식당, 기계실 등
지상1층~3층 : 사무소, 기숙사 등

연면적

1,337.75㎡(404.67평)

건축면적 398.06㎡(120.41평)

C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 1989.09.06

C
동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용도

지하1층: 창고, 변전실 등
지상1층~3층 : 학원, 연구소

연면적

A,B

3,374.21㎡(1,020.70평)

건축면적 901.28㎡(272.64평)

D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 2010.11.04

D
동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용도

지하1층: 창고, 교육원 등
지상1층~3층 : 학원

연면적

3,466.23㎡(1,048.53평)

건축면적 745.53㎡(225.52평)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 2010.11.04

※ C동과 D동 지하 704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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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용문

송파~양평고속도로

고속철도
제2외곽순환도로

❖ 개요
• 전원 도시로 가장 선호하는 경기도 양평에 소재
• 보유 필지 내에 광탄리유원지(흑천)가 포함되어 있어 유원지 개발에 최적
• 본건과 직선거리 200미터에 은행, 편의점, 식당, 주유소 등 생활 편의 시설 위치
• 인근 일대는 하천을 따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민물고기생태학습관),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주택, 팬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
• 양평 일대의 풍부한 관광 시설과 인접하며, 현재 지자체와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
으로 광탄 유원지 개발을 희망

❖ 교통
• 국도, 지방도로
- 2km 위치에 양평-홍천 간 6번 국도
- 250m 지점에 70번 지방도로(14개 시내 버스 노선 운행중)
• 고속철도
- 용산~용문역 : 20분 소요
• 고속도로
- 제2외곽순환도로
- 송파~양평고속도로: 20분 소요(26.8km) *2023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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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8일

[여주·양평] 정병국 의원, 송파-양평 고속도로 국가재정사
업으로 전환··· 사업탄력
통행료 인하 효과 기대··· 예타후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거친
후 착공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바른미래당)은 “’송파-양평 고속도로 개설사업’을 기존 민
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7일 밝
혔다.

양평-뉴시스

2017년 05월 30일

양평군, 공흥·양근 도시개발구역 지정…본격 개발 착수
경기 양평군은 양평읍 공흥·양근리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을 최종 고시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전문

기사전문
일요신문

news1

2018년 2월 26일

양평-뉴시스

전업농신문

2017년 12월 7일

13조 규모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 건설사업 ‘본궤도’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인천~김포 등 4개구간 개통… 화도~양평 등 8개구간 추진중

양평군은 지난 4일 용문면 다문리 용문역 배후지 일원의 ‘양평 다문지구 도시 개발구
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고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화성 봉담읍에서 시작해 인천 ~ 김포 ~ 파주 ~ 화
도 ~ 양평 ~ 광주 ~ 오산 ~ 동탄 ~ 봉담 ~ 송산 ~ 시화 ~ 안산 ~ 인천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255.7km의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기사전문

news1

기사전문

전업농신문

양평 연수원&유원지

남이천IC 물류창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