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상매각가

진행과정 

구분 일자 접수일~

경매개시일 2019.03.11 19일

감정평가일 2019.03.20 28일

배당종기일 2019.05.24 93일

최초경매일 2019.12.05 288일

 원 

매각과정 [입찰 3 일전] 

1,260,045,000 

↓ 20% 1,008,036,000 

↓ 20% 806,429,000 

↓ 20% 645,143,000 

  - 645,143,000 

↓ 20% 516,114,000 

↓ 20% 412,891,000 

↓ 20% 330,313,000 

회
차 매각기일 최저가 비율 상태 접수일~

①  2019.12.05 (10:00)  100%  유찰 288일 

②  2020.01.02 (10:00)  80%  유찰 316일 

③  2020.02.06 (10:00)  64%  유찰 351일 

④  2020.03.12  51%  변경 386일 

④  2020.04.16 (10:00)  51%  유찰 421일 

⑤  2020.05.28 (10:00)  41%  진행 463일 

⑥  2020-07-02 33% 예정

⑦  2020-08-06 26% 예정

감정평가서요약 (2019.03.20  에이원감정) 

4156㎡ (1257.2
평)

통영2계 2019 타경 2492 임야
사건내용 

조 회 수
ㆍ금일조회 5 (0)  ㆍ금회차공고후조회 41 (6)  ㆍ누적조회 331 (47)   ()는 5분이상 열람 
ㆍ7일내 3일이상 열람자 5 ㆍ14일내 6일이상 열람자 3 (기준일-2020.05.25/전국연회

원전용)

소 재 지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산11-16 [일괄]산11-11, 

용 도 임야 감 정 가 1,260,045,000

토 지 면 적 6,575.0㎡ (1,988.9평) 최 저 가 516,114,000 (41%) 

건 물 면 적 0㎡ (0평) 보 증 금 51,611,400 (10%) 

경 매 구 분 임의경매 소 유 자 황예지외1 

청 구 액 1,069,621,265 채 무 자 김미주 

채 권 자 거제수협 

주 의 사 항 ㆍ입찰외   

소재지 구분 용도/상태 경매면적 감정가

동부면 가배리 산11-16 
토지 임야  

827,044,000
1㎡당 199,000
1평당 65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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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731.7평)

등기부현황 (열람일자:2019-11-20) 

임차인현황 

감정 : 827,044,000

표준공시지가 : 7,000원 / 개별공시지가 : 2,200원 / 감정지가 : 199,000원
1(자연환경보전지역) / 2(수산자원보호구역) / 3(가축사육제한구역) / 4(공익용산지) / 5
(보전산지) / 6(접도구역)
▶북동측및남측노폭약8m내외도로개설

동부면 가배리 산11-11 
감정 : 433,001,000 토지 임야  

433,001,000
1㎡당 179,000
1평당 591,774 

표준공시지가 : 70,000원 / 개별공시지가 : 2,240원 / 감정지가 : 179,000원
-입찰외이동용이한컨테이너2동소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 2(수산자원보호구역) / 3(가축사육제한구역) / 4(공익용산지) / 5
(보전산지)
▶북측노폭약8m내외도로개설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예상배당액 말소 비고

2015-03-20 근저당권 거제수협  장평 960,000,000 
507,309,271 말소 말소기준등기

2016-03-15 근저당권 거제수협  장평 240,000,000   말소 

2018-06-26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231,583,943   말소 2018 카단 554 창원 통영
GO

2018-07-26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부산신용지
원 59,548,650   말소 2018 카단 3247 부산 GO

2018-11-05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거제수협 122,807,919   말소 2018 카단 10728 창원 통영
GO

2019-01-29 소유권 황예지외1  전소유자:김미주 

2019-02-07 가압류 거제수산업협동조합  106,239,988   말소 2018 카단 1192 창원 통영
GO

2019-03-11 임의 거제수협  채권관리팀 말소 경매기입등기

2019-04-22 가압류 거제수산업협동조합  18,493,330   말소 2019 카단 214 통영 거제시
법원 GO

2019-05-07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거제수협 166,439,970   말소 2019 카단 360 창원 통영
GO

2019-05-21 가압류 거제수산업협동조합  14,130,990   말소 2019 카단 50143 통영 거제
시법원 GO

2019-05-21 가압류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상동 41,833,608   말소 2019 카단 10325 창원 통영
GO

  등기부채권총액 : 1,961,078,398 

법원 기록상 임차인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ㆍ일괄매각. [목록 1] 일부가 소로1류에 저촉.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2동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 
[목록 2] 일부가 소로1류, 접도구역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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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배당순서 ※ 건물 등기의 권리관계로만 분석함. 

2,390

2,200

2,100

2,010

1,760

ㆍ매각사례 (경남 거제시/임야 직전6개월 매각가율 40.4% , 매각율 15.7%, ㆍ경쟁률1.5명 ) 

종류 배당자 예상배당액 배당후잔액 배당사유

 경매비용 8,804,729  507,309,271 

 근저당권  거제수협 507,309,271 0  근저당권
※ 본 표는 예상내역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 (경남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거래금액 지목 면적-㎡ ㎡당 금액 계약년월 계약일 용도지역

본건비교   516,114,000 임야 6,575 (1989평) 78,496 2020.05 28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토지]

(지분) 10,520,000 임야 521 (158평) 20,176 2019.10 4 자연환경보전

(지분) 1,680,000 임야 86 (26평) 19,467 2019.10 4 자연환경보전

(지분) 21,020,000 임야 1,217 (368평) 17,273 2019.10 4 자연환경보전

(지분) 2,370,000 임야 122 (37평) 19,506 2019.10 4 자연환경보전

(지분) 300,000 임야 15 (5평) 20,134 2019.10 4 자연환경보전

년도 개별 공시지가

2015 2016 2017 2018 2019
1,600

1,800

2,000

2,200

2,400

2019 8.6%▲

2018 4.8%▲

2017 4.5%▲

2016 14.2%▲

2015 - 

인근물건 

ㆍ경·공매물건

구분 사건(관리)번호 인근물건 입찰(개찰)일 감정(청구)액 최저가 

진행 통영2 2018-5111 경남 거제시 아주동 임야 2020.05.28 3,496,149,000 1,790,028,000

진행 통영2 2019-1819 경남 거제시 장목면 과수원 2020.05.28 715,680,000 293,142,000

진행 통영2 2019-3181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답 2020.05.28 112,266,000 45,984,000

공매 2020-0500-029889 경남 거제시 옥포동 대지 2020.06.12 0 18,000,000,000

예정 통영7  2020-5367 경남 거제시 사등면 대지 2020.05.20 취재중 0

예정 통영7  2020-23440 경남 거제시 거제면 답 2020.05.14 취재중 0

예정 통영3  2020-5077 경남 거제시 동부면 임야 2020.05.13 취재중 0

매각일자
사건번호 물건기본내역 감정가

최저가
매각금액
응찰자수

2020.05.21
통영1계

2019-2836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산13-3
[유치권　입찰외]
토지 6,157㎡ (1,862평) 

1,095,946,000
359,120,000

(33%)

450,000,000
1명

(41.1%)

1,3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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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통계 (경남 거제시 / 임야) 조회수통계 

2020.05.21
통영1계

2019-6289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79-6
[분묘]
토지 14,484㎡ (4,381평) 

1,441,200,000
1,152,960,000

(80%)

1명
(90.9%)

2020.05.19
통영6계

2018-9663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산25-2
[지분매각]
토지 7,944㎡ (2,403평) 

246,264,000
51,646,000

(21%)

60,560,000
2명

(24.6%)

2020.05.14
통영5계

2019-4009[3]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54
[맹지]
토지 3,570㎡ (1,080평) 

33,201,000
13,599,000

(41%)

14,000,000
1명

(42.2%)

2020.05.14
통영5계

2019-5866[3]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42
[맹지]
토지 12,000㎡ (3,630평) 

38,400,000
15,729,000

(41%)

17,100,000
1명

(44.5%)

ㆍ거래사례 (제공: )

소재지 지목 거래금액(원) 면적(㎡) 평당 금액 거래시점

동부면 가배리 546-1 토지 175,000,000 1,158.0 499,579 2019.12

동부면 가배리 산 11-5 토지 80,000,000 645.0 410,020 2019.06

동부면 가배리 산 11-15 토지 20,000,000 228.0 289,982 2019.06

동부면 가배리 52 토지 130,000,000 2,268.0 189,486 2017.11

동부면 가배리 53 토지 60,000,000 1,002.0 197,952 2017.11



2011년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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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19/11 19/12 20/01 20/02 20/03 20/04 

매각 10 건 5 건 3 건 5 건 4 건 6 건 

매각율 매각가율 응찰자수(명)

19/11 19/12 20/01 20/02 20/03 20/04
0

20

40

60

금일 1주평균 2주평균 공고후 총조회수

5 / 0 3.57 / 0.57 2.93 / 0.43 41 / 6 331 / 47

단순조회 5분이상 열람

26 29 02 05 08 11 14 17 20 23
0.0

2.5

5.0

7.5

10.0

관할정보 

법원 ㆍ통영지원 2계 전화 : (055)640-8502   ㆍ입찰시간 10:00~11:20     <법원안내> ㆍ제일은행(1층)

주민센터 ㆍ동부면사무소 (대표:055-639-6002,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356-2 ) 

등기소 ㆍ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대표:1544-0773,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 (고현동 967-3))

세무서 ㆍ통영세무서(대표:055-640-7200, 경남 통영시 무전5길 20-9 (무전동)) 

면책조건으로 제공됨 (출력일: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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