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가 2,083,084,080
ㆍ대지 1,209,996,000

(58.09%) 

ㆍ건물 805,147,280
(38.65%) 

ㆍ제시 2,332,800
(0.11%)

ㆍ기계 58,108,000
(2.79%)

ㆍ수목 7,500,000
(0.36%)

최저가 1,066,539,000
(51%)

①  2,083,084,080 

마산4계 2019 타경 4720 공장
사건내용 

과 거 사 건 마산2계 2015-1341

소 재 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978-1 ,977-2,983-5 A동호 (현:978-1지상) 
(52055)경남 함안군  법수면 문현1길  200-2

경 매 구 분 임의경매 채 권 자 경남은행 

용 도 공장 채무/소유자 세양글로텍 매 각 기 일 20.03.26 (1,350,000,000
원)

감 정 가 2,083,084,080
(19.07.15) 청 구 액 1,634,221,820 다 음 예 정

최 저 가 1,066,539,000 (51%) 토 지 면 적 6,612.0㎡ (2,000.1평) 경매개시일 19.06.18

입찰보증금 106,653,900 (10%) 건 물 면 적
전체 1,630.5㎡ (493.2
평) 
제시외 16.2㎡ (4.9평)

배당종기일 19.09.09

조 회 수
ㆍ금일조회 1 (0)  ㆍ금회차공고후조회 21 (12)  ㆍ누적조회 180 (37)   ()는 5분이상 열람 
ㆍ7일내 3일이상 열람자 3 ㆍ14일내 6일이상 열람자 0 (기준일-2020.03.26/전국연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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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55)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
송리 978-1 ,977-2,983
-5 A동호 
[문현1길200-2]

감정평가액
건물 : 805,147,280
제시 : 2,332,800
기계 : 58,108,000
기타 : 7,500,000
합계 : 873,088,080

감정평가서요약

- 일반철골구조판넬지
붕 

- 난방설비 
- 지적합병으로978-1

지상소재 

- 일괄입찰
- 새동네마을동측인근 

물건번호: 단독물건 

건물 
ㆍ 공장 1,421.2 

(429.92평)
₩682,180,800

ㆍ 부속1층사무
실 95.2 
(28.79평)
₩60,616,920

ㆍ 부속2층사무
실 97.9 
(29.61평)
₩62,349,560

- 총1층
- 승인 : 2012.10.08
- 보존 : 2012.10.19
제시외 
ㆍ 기계실 10.8 

(3.27평)
₩1,296,000

ㆍ 화장실 5.4 
(1.63평)
₩1,036,800

(평당 604,959)

(평당 1,632,463)

경매진행과정

2019-11-28 유찰

법원임차조사

김기수 전입 2015.02.17
주거
점유기간
2015.02.17-

(주)승
화중공
업플랜
트 

전입 2016.07.06
(보) 5,000,000 
(월) 1,000,000 
공장
점유기간
2016.06.25-
대표:정종재

(주)오
주 

전입 2019.05.09
공장
점유기간
2019.05.09-
대표:최복덕

*현황 및 점유관계를 확
인하기 위하여 부동산경

소유권 세양글로텍 
2017.04.28
전소유자:에프케
이엔1505유동화
전문 

근저당
[공동]

경남은행 
여신관리부
2017.04.28
1,800,000,000 

가압류
[공동]

하나이엔지 
2018.10.18
29,500,000 
2018 카단 955 
창원 통영 GO

압   류
[공동]

국민건강보험공
단 
함안의령
2018.12.06

가압류
[공동]

기술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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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 ↓ 1,666,467,000 

③  20% ↓ 1,333,174,000 

④  20% ↓ 1,066,539,000 

④  1,066,539,000 

- 부근소규모공장및농
촌취락주택,농경지등
형성 

- 차량접근가능 
- 제반교통사정보통 
- 등고평탄한부정형토

지 
- 북동측으로소로한면

접함

- 계획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700m이내)
-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

2019.07.15 제일감정 

ㆍ  기계 
₩58,108,000
기계기구3점소재

기타 
₩7,500,000
지하수1식

2019-12-26 유찰

2020-01-30 유찰

2020-02-27 변경

2020-03-26 매각

매수인 (주)그린아라 

응찰수 1명 

매각가 1,350,000,000
(64.81%)

허가 2020-04-02
납기 2020-05-06

매안내문을 게시 및 우편
물을 통지하는등 제반절
차를 취하였으나 현재까
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며 전입세대 열람
상 `김기수` 세대가 등재
되어 있음.현황조사 당시 
출입구 및 제시건물(가)
(나)동은 폐문되어 있고 
상주자도 없는 상태임.현
황조사 당시 상주자가 없
으며 위임대차관계조사
서 내용은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표 발급) 및 세
무소 상가건물 임대차현
황서 열람에 의해 작성하
였으며 임대내역(보증금 
및 월세)이 다소 다를수 
있음.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총보증금:5,000,000
총월세금:1,000,000

2019.01.11
250,000,000 
2019 카단 
100156 부산 동
부 GO

임   의
[공동]

경남은행 
여신관리부
2019.06.18

*청구액:1,634,221,820
원

이   전
[공동]

기술보증기금 
2019.06.28
152,880,328 
경남은행
(17.04.28) 

압   류
[공동]

마산세무서 
2019.07.15

압   류
[공동]

함안군 
2019.09.03

채권총액 
2,079,500,000원

열람일자 : 2019.12.11 

최종 등기 변경 확인일

2020.03.24 

(52055)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
송리 978-1 
[문현1길200-2]

감정평가액
토지 : 1,209,996,00
0

표준지가 : 150,000
개별지가 : 145,900
감정지가 : 183,000

공장용지 6,612.0
(2,000.13평)
₩1,209,996,000

법원임차조사 소유권 세양글로텍 
2017.04.28
전소유자:에프케
이엔1505유동화
전문 

근저당
[공동]

경남은행 
여신관리부
2017.04.28
1,800,000,000 

가압류
[공동]

하나이엔지 
2018.10.18
29,500,000 
2018 카단 955 
창원 통영 GO

압   류
[공동]

국민건강보험공
단 
함안의령
2018.12.06

가압류
[공동]

기술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
2019.01.11
250,000,000 
2019 카단 
100156 부산 동
부 GO

임   의
[공동]

경남은행 
여신관리부
2019.06.18

이   전
[공동]

기술보증기금 
사상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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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분석 ※ 이해관계자 제보 등을 반영한 지지옥션의 주관적 분석 의견임 

예상배당표 [매각가 1,350,000,000으로 분석]    ※ 건물의 권리관계로만 분석되었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06.28
경남은행
(17.04.28) 

압   류
[공동]

마산세무서 
2019.07.15

압   류
[공동]

함안군 
2019.09.03

채권총액 
2,079,500,000원

열람일자 : 2019.12.11 

최종 등기 변경 확인일

2020.03.24 

ㆍ대항력임차인  (분석일자:19.11 .26)
주(상)임법상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
록)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승화중공업플랜트와 김
기수`가 있는데 `㈜승화중공업플랜트`는 보증금이 
50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김기수`는 매각물건명
세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보증금 등 
임차내역은 모두 미상입니다.

만약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매수인이 그 보증금을 인
수할 수 있으므로 현장과 신청채권자를 찾아가 점유
여부와 대출해줄 당시 무상임대차 확인서의 제출여부 
등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 탐문조사를 해본 후 입
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ㆍ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 목록2 건물은 공부상 대송리 978-1, 977-2, 983-5 지상으로 되어 있으나 지
적합병으로 현황은 978-1 지상에 소재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등기권리

종류 권리자 등기일자 채권액 예상배당액 인수 비고

소유권 세양글로텍 2017-04-28 말소 

이   전 기술보증기금 2017-04-28 152,880,328 152,880,328 말소 

근저당권 경남은행 2017-04-28 1,647,119,672 1,186,452,910 말소 말소기준등기

가압류 하나이엔지 2018-10-18 29,500,000 말소 

압   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12-06 말소 

가압류 기술보증기금 2019-01-11 250,000,000 말소 

임   의 경남은행 2019-06-18 말소 경매기입등기

압   류 마산세무서 2019-07-15 말소 

압   류 함안군 2019-09-03 말소 

임차권리 전입자 점유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인수 형태

김기수 주거/ 전입 : 2015-02-17 有 인수 주거

(주)승화
중공업플
랜트 

공장/ 사업 : 2016-07-06 보 5,000,000

월 1,000,000

有 인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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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 - 일반건축물대장 면적단위 : ㎡(평)

예상명도비용 35,060,000 원 (노무자수:108명, 컨테이너 20대 - 평일주간, 특수장비, 특수인력 비용 별도)

145,900

139,900

131,500

104,500

99,600

환산 105,000,000

(주)오주 공장/ 사업 : 2019-05-09 無 소멸 영업

- 2015.5.13 개정된 상임법에 의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를 필히 확인바랍니다.

배당순서

종류 배당자 예상배당액 배당후잔액 배당사유

경매비용 10,666,762  1,339,333,238

이   전  기술보증기금 152,880,328 1,186,452,910 이전

근저당권  경남은행 1,186,452,910 0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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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978-1번지  A동

대지면적 6,612(2,000) 연면적 1,614(488) 허가일자 2011-12-19

건축면적 1,526(46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614(488) 착공일자 2012-03-22

건폐율 23.08 % 용적률 24.41 % 사용승인일자 2012-10-08

주차장 ㆍ옥외,자주식 - 5대(57.5㎡ (17.39평)) 

관련지번 983-5, 977-2 관련도로명

기타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1층 일반철골구조 공장 1421.21 (430)

가격정보 (경남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거래금액 지목 면적-㎡ ㎡당 금액 계약년월 계약일 용도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토지]

24,000,000 전 603 (182평) 39,801 2019.11 26 계획관리지역

12,120,000 답 1,555 (470평) 7,797 2019.08 9 계획관리지역

400,000 답 17 (5평) 23,529 2019.07 3 계획관리지역

22,000,000 대 29 (9평) 750,597 2019.05 16 생산관리지역

20,000,000 답 17 (5평) 1,176,471 2019.04 21~30 계획관리지역

년도 개별 공시지가

2019 4.3%▲

2018 6.4%▲

2017 25.8%▲

2016 4.9%▲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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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매각사례 (경남 함안군/공장 직전6개월 매각가율 63.2% , 매각율 35.2%, ㆍ경쟁률1.5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인근물건 

ㆍ경·공매물건

구분 사건(관리)번호 인근물건 입찰(개찰)일 감정(청구)액 최저가 

진행 마산3 2016-2372[1] 경남 함안군 법수면 공장 2020.05.07 10,768,482,390 8,614,786,000

진행 마산3 2019-5907 경남 함안군 법수면 공장 2020.05.07 4,120,381,000 3,296,305,000

진행 마산3 2019-7101 경남 함안군 군북면 공장 2020.05.07 2,809,865,680 2,247,893,000

예정 마산4  2020-2935 경남 함안군 군북면 공장 2020.04.20 취재중 0

예정 마산2  2020-2621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장 2020.04.13 취재중 0

예정 마산1  2020-2591 경남 함안군 법수면 공장용지 2020.04.06 383,588,333 0

매각일자
사건번호 물건기본내역 감정가

최저가
매각금액
응찰자수

2020.04.23
마산4계

2019-101119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827 ,828-2 [장백로 507]
[농취증　입찰외]
건물 1,742㎡ (527평)│토지 6,011㎡ (1,818평) 

1,404,340,620
575,218,000

(41%)

751,700,000
3명

(53.5%)

2020.03.26
마산4계

2018-7487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719-2 ,720-4 주1동호 [운서3길 41-82]
[일부지분]
건물 692㎡ (209평)│토지 1,965㎡ (594평) 

1,179,400,720
754,817,000

(64%)

760,000,000
1명

(64.4%)

2020.02.20
마산2계

2018-6422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738 ,737 A동호 [송산로 769-95]
[입찰외]
건물 7,757㎡ (2,347평)│토지 17,921㎡ (5,421평) 

7,579,894,980
3,880,906,000

(51%)

4,302,551,000
2명

(56.8%)

2020.02.06
마산3계

2019-4119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1100-8 ,-10 A동 [현포로 29]
[입찰외]
건물 2,551㎡ (772평)│토지 4,756㎡ (1,439평) 

1,950,311,700
1,248,199,000

(64%)

1,495,000,000
1명

(76.7%)

2020.02.06
마산3계

2018-72788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652 ,-3,653 (현:652지상) [유성로 90-
39]
[입찰외]
건물 514㎡ (156평)│토지 1,320㎡ (399평) 

773,820,000
396,196,000

(51%)

467,800,000
2명

(60.5%)

ㆍ거래사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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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통계 (경남 함안군 / 공장) 조회수통계 

년/월 19/10 19/11 19/12 20/01 20/02 20/03 

매각 9 건 2 건 4 건 5 건 3 건 2 건 

매각율 매각가율 응찰자수(명)

19/10 19/11 19/12 20/01 20/02 20/03
0

20

40

60

80

금일 1주평균 2주평균 공고후 총조회수

1 / 0 0.43 / 0.14 0.57 / 0.21 21 / 12 180 / 37

단순조회 5분이상 열람

28 31 03 06 09 12 15 18 21 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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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년

20m

관할정보 

법원 ㆍ마산지원 4계 전화:(055)240-9344   ㆍ입찰시간 10:00~11:10     <법원안내> ㆍ경남은행(1층 104호)

주민센터 ㆍ법수면사무소 (대표:055-580-3351, 경남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780-1 ) 

등기소 ㆍ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대표:1544-0773,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13길 6 (말산리 590-3))

세무서 ㆍ마산세무서(대표:055-240-0200,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68)) 

지역분석 

개발계획 ㆍ [도로]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2009.04.23~2018.12.11)[함안군] 
ㆍ 함안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함안군]    2016.11.03 
ㆍ 하천구역(함안군)[함안군]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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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함안군]    2010.01.06 
ㆍ 함안군관리계획(재정비및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함안군]    2008.12.04 

면책조건으로 제공됨 (출력일: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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