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가 3,979,148,100
ㆍ대지 2,555,131,900

(64.21%) 

ㆍ건물 1,113,542,200
(27.98%) 

ㆍ제시 48,000,000
(1.21%)

ㆍ기계 192,740,000
(4.84%)

ㆍ수목 69,734,000
(1.75%)

최저가 2,785,404,000
(70%)

①  3,909,414,100 

순천9계 2018 타경 53290 공장
사건내용 

과 거 사 건 순천 2011-9508

소 재 지 전남 여수시 화치동 1434 가동 [일괄]나동, 
(59610)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45

경 매 구 분 임의경매 채 권 자 중소기업은행 

용 도 공장 채무/소유자 (주)반석 매 각 기 일 20.05.25 (3,528,000,000
원)

감 정 가 3,979,148,100
(19.12.11) 청 구 액 3,760,000,000 다 음 예 정

최 저 가 2,785,404,000 (70%) 토 지 면 적 6,371.9㎡ (1,927.5평) 경매개시일 18.08.16

입찰보증금 278,540,400 (10%) 건 물 면 적
전체 2,172.8㎡ (657.3
평) 
제시외 120㎡ (36.3평)

배당종기일 18.11.14

주 의 사 항 ㆍ유치권ㆍ입찰외   

조 회 수
ㆍ금일조회 2 (1)  ㆍ금회차공고후조회 13 (16)  ㆍ누적조회 206 (50)   ()는 5분이상 열람 
ㆍ7일내 3일이상 열람자 3 ㆍ14일내 6일이상 열람자 1 (기준일-2020.05.25/전국연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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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10)
전남 여수시 화치동 14
34 가동 
[산단중앙로45]

감정평가액
토지 : 2,555,131,90
0
건물 : 673,102,200
제시 : 48,000,000
기계 : 192,740,000
합계 : 3,468,974,100

감정평가서요약

- 일부난방설비 

- 일괄입찰
- 일반철골구조판넬지

붕 
-

물건번호: 단독물건 

공장용지 6,371.9
(1,927.50평)
₩2,555,131,900

건물 
ㆍ 1층공장,사무

실 411.3 
(124.43평)
₩257,796,000

ㆍ 2층사무실 397.2 
(120.16평)

ㆍ 3층사무실 397.2 
(120.16평)
₩415,306,200
현식당,기숙사(숙
소)

- 총3층
- 승인 : 2009.05.28
- 보존 : 2009.06.04
- 증축 : 2013.04.02
제시외 

(평당 1,325,620)

(평당 1,694,219)

경매진행과정

법원임차조사

*소유자점유.현(주)반석,
공장부지로 현 대표이사 
이흥국을 만나 문의한바 
현재 공장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반석회사외 다
른 회사는 없다고 함.경매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음.
상가 건물임대차 현황서
에 등재된 임차인 없으며 
전입세대 열람한바 이흥
국 대표이사 한명만 등재
되어 있음

건물

소유권(주)반석 
2012.11.09
전소유자:대창
기계공업 

근저당
[공동]

중소기업은행 
여천
2012.11.09
2,760,000,000 

근저당
[공동]

중소기업은행 
여천
2013.08.02
500,000,000 

근저당
[공동]

중소기업은행 
여천
2014.01.23
500,000,000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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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942,328,100 

①  3,979,148,100 

②  30% ↓ 2,785,404,000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소재 

- 주위각종공장소재한
산업단지형성지대 

- 차량출입용이 
- 교통사정보통 
- 버스(정)인근소재 
- 세장형평지 
- 남동측광대로,남서측

중로접함 
- 대로1류(폭35-45m)

접함 
- 중로2류(폭15-20m)접

함 
- 국가산업단지 
- 1차감정:3,909,414,100 
- 2차감정:3,942,328,10

0

- 일반공업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산업시설구역
-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특별대책지역

2019.12.11 능도감정 

표준지가 : 218,000
개별지가 : 228,600
감정지가 : 401,000

ㆍ R/TROOM 120.0 
(36.30평)
₩48,000,000

ㆍ  기계 
ㆍ

₩192,740,000
기계기구6식소재

입찰외소유자미상철
거이동용이한컨테이
너박스및가설창고등
소재
입찰외타인소유액화
가스,LPG용기등소재

2019-06-17 변경

2019-12-02 변경

2020-04-13 유찰

2020-05-25 매각

매수인 (유)중앙엔지니
어링 

응찰수 2명 

매각가 3,528,000,000
(88.66%)

허가 2020-06-01
납기 2020-07-03
납부 2020-07-03

근저당
[공동]

여천남
2014.01.24
240,000,000 

근저당
[공동]

우두리 
2018.06.28
400,000,000 

가압류
[공동]

국민은행 
여천남
2018.07.20
154,200,000 
2018 카단 859 
광주 순천 GO

가압류
[공동]

국민은행 
여천남
2018.07.20
480,150,000 
2018 카단 858 
광주 순천 GO

가압류
[공동]

신용보증기금 
여수
2018.07.20
382,500,000 
2018 카단 10452 
광주 순천 GO

가압류
[공동]

신보2016제10차
유동화전문 
2018.07.31
1,000,000,000 
2018 카단 721 
서울중앙 GO

가압류
[공동]

신보2017제7차
유동화전문 
2018.08.01
350,000,000 
2018 카단 722 
서울중앙 GO

압   류
[공동]

여수세무서 
2018.08.02

가압류
[공동]

광일금속 
2018.08.02
380,402,000 
2018 카단 1410 
부산 GO

가압류
[공동]

정진희 
2018.08.03
60,445,000 
2018 카단 12728 
울산 GO

가압류
[공동]

엔티아이이엔씨 
2018.08.07
28,930,000 
2018 카단 
101454 부산 
GO

가압류
[공동]

광주은행 
여신관리부
2018.08.08
128,9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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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카단 940 
광주 순천 GO

가압류
[공동]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
2018.08.10
337,727,584 
2018 카단 11415 
창원 GO

가압류
[공동]

아주캐피탈 
광주오토금융
2018.08.17
34,974,240 
2018 카단 10526 
광주 순천 GO

임   의
[공동]

중소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
2018.08.17

*청구
액:3,760,000,000원

가처분
[공동]

신용보증기금 
순천
2018.08.24
2018 카합 1120 
광주 순천 우두
리근저가처 GO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특별채권부
2018.09.04
1,866,395,000 
2018 카단 
815494 서울중
앙 GO

가압류
[공동]

광주은행 
여신관리부
2018.09.10
101,297,353 
2018 카단 2570 
광주 GO

가처분
[공동]

신보2016제10차
유동화전문 
2018.10.01
2018 카합 1141 
광주 순천 우두
리근저가처 GO

가압류
[공동]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
2018.10.18
50,160,000 
2018 카단 
102372 부산 
GO

가압류
[공동]

엘지화학 
2018.10.26
1,149,607,007 
2018 카단 
203411 서울남
부 GO

가압류
[공동]

신용보증기금 
순천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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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공동제외임

7,000,000 
2018 카단 10732 
광주 순천 GO

압   류
[공동]

여수시 
2018.11.26

압   류 국민건강보험공
단 
여수지사
2020.03.10

채권총액 
10,912,710,307원

토지

소유권(주)반석 
2012.11.09
전소유자:대창
기계공업 

가압류심혜영 
2018.09.27
3,056,297 
2018 카단 1082 
여수시법원 GO

압   류 국민건강보험공
단 
여수지사
2018.10.10

채권총액 
10,915,766,604원

열람일자 : 2020.03.17 

(59610)
전남 여수시 화치동 14
34 나동 
[산단중앙로45]

감정평가액
건물 : 440,440,000
기타 : 69,734,000
합계 : 510,174,000

건물 
ㆍ 공장 847.0 

(256.22평)
₩440,440,000

- 승인 : 2009.05.28
기타 
ㆍ

₩5,000,000
조명시설5개소재

ㆍ
₩8,000,000
공업용수관정1식
소재

ㆍ
₩1,200,000
공업용수정제용
물탱크3개소재

ㆍ
₩15,920,000
크레인10톤,5톤2
대소재

ㆍ
₩1,194,000
보일러420L2대소
재

ㆍ
₩1,600,000
철제계단,비가림
막1식소재

ㆍ

법원임차조사

*소유자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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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분석 ※ 이해관계자 제보 등을 반영한 지지옥션의 주관적 분석 의견임 

예상배당표 [매각가 3,528,000,000으로 분석]    ※ 건물의 권리관계로만 분석되었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880,000
호이스트크레인15
톤1식소재

ㆍ
₩11,940,000
배관설비1식소재

ㆍ
₩4,000,000
액화석유가스저
장탱크설비보호
용1식소재

*2019.6월 조명시설,
관정,물탱크,크레인,
보일러,철재계단,비
가림막 추가되면서 
재감정
*2019.12월 호이스트
크레인,배관설비,액
화석유가스저장탱크
설비보호용 추가되
면서 재감정

ㆍ유치권  (분석일자:19.06.10)
점유관계 미상인 ` (주)진석엔지니어링과 에프엠하우
징`에서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법원 현황조사내역에 
따르면, 본건 `소유자 (주)반석 공장부지로 현 대표이
사 이흥국을 만나 문의한 바 현재 공장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반석회사 외에 다른 회사는 없다고 한다`는 
조사내용만 있습니다. 

즉,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나 이를 알리는 게시문 
등 어떠한 표식(表式 )도 일체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치권 신고인의 미점유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
인데, 유치권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2007다27236호)
가 있습니다. 

매각대상 건물이 2009년에 보존등기(2013년에 증축)
되었는데, 

공장은 건물 자체 공사대금 외에 유익비(건물 가치증
가비용)나 필요비(현상 유지보수비용) 지출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실무사례도 거의 없고, 본건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도 없었다는 점까
지 감안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됩니다.

ㆍ입찰외  (분석일자:19.06.10)
입찰외 컨테이너, 가설창고, 액화가스, LG 용기` 등과 
관련하여, 컨테이너 등은 이동이 용이하고, 토지에 정
착하는 구조물이 아니며, 경제적인 가치도 높아 보이
지 않는다는 점(대법원판례 90도2095)을 감안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
니다. 

컨테이너 등의 소유자와 합의에 의하여 이동시키거
나,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에는 인도명령결정문을 집
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응하면 되겠습니
다.

참고사항 

ㆍ1. 일괄매각
ㆍ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및 제시외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포함
ㆍ3. 제시외 건물 포함
ㆍ3. 컨테이너박스 및 가설창고, 액화가스, LPG용기는 매각 제외
ㆍ4. 목록2 건물의 3층은 공부상 사무실이나 현황은 식당 및 숙소로 이용중임
ㆍ5. 2018.09.12.자 (주) 진석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1,057,870,000원을, 2018.11.21.자 에프엠하우징으로부터 
공사대금
ㆍ금 358,6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등기권리 종류 권리자 등기일자 채권액 예상배당액 인수 비고

소유권 (주)반석 2012-11-09 말소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2012-11-09 2,760,000,000 말소 말소기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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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행단계 - 실시계획 ㆍ면적/인구 - 5㎡ / 
ㆍ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전라남도,\n여수시,환경부,실
수요자

ㆍ개발일자 - 0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2013-08-02 500,000,000 말소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2014-01-23 500,000,000 말소 

근저당권 국민은행 2014-01-24 240,000,000 말소 

근저당권 우두리 2018-06-28 400,000,000 말소 

가압류 국민은행 2018-07-20 154,200,000 말소 

가압류 국민은행 2018-07-20 480,150,000 말소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2018-07-20 382,500,000 말소 

가압류 신보2016제10차유
동화전문 2018-07-31 1,000,000,000 말소 

가압류 신보2017제7차유
동화전문 2018-08-01 350,000,000 말소 

압   류 여수세무서 2018-08-02 말소 

가압류 광일금속 2018-08-02 380,402,000 말소 

가압류 정진희 2018-08-03 60,445,000 말소 

가압류 엔티아이이엔씨 2018-08-07 28,930,000 말소 

가압류 광주은행 2018-08-08 128,922,123 말소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2018-08-10 337,727,584 말소 

가압류 아주캐피탈 2018-08-17 34,974,240 말소 

임   의 중소기업은행 2018-08-17 말소 경매기입등기

가처분 신용보증기금 2018-08-24 말소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2018-09-04 1,866,395,000 말소 

가압류 광주은행 2018-09-10 101,297,353 말소 

가처분 신보2016제10차유
동화전문 2018-10-01 말소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2018-10-18 50,160,000 말소 

가압류 엘지화학 2018-10-26 1,149,607,007 말소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2018-11-06 7,000,000 말소 

압   류 여수시 2018-11-26 말소 

압   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3-10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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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록상 임대차 관계 없음

※ 본 건은 `토지와 건물 등기내역이 상이하여` 예상 배당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발정보 

일반지방산업단지(여수국가산업단지) - 전라남도여수시삼일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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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 - 일반건축물대장 면적단위 : ㎡(평)

예상명도비용 45,980,000 원 (노무자수:144명, 컨테이너 26대 - 평일주간, 특수장비, 특수인력 비용 별도)

237,000

228,600

220,200

207,700

200,300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434번지 (주)반석 가동 가동

대지면적 6,372(1,928) 연면적 1,206(365) 허가일자 2009-02-17

건축면적 433(131)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206(365) 착공일자 2009-02-20

건폐율 6.8 % 용적률 18.92 % 사용승인일자 2009-05-28

주차장 ㆍ옥외,자주식 - 7대(80.5㎡ (24.35평)) 

기타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2층 일반철골구조 사무실 397.21 (120)

3층 일반철골구조 사무실 397.21 (120)

1층 일반철골구조 공장 411.34 (124)

가격정보 (전남 여수시 화치동)  

거래금액 지목 면적-㎡ ㎡당 금액 계약년월 계약일 용도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토지]

19,950,000 전 724 (219평) 27,555 2020.03 4 자연녹지지역

(지분) 45,000,000 임야 2,705 (818평) 16,637 2019.12 6 자연녹지지역

56,000,000 전 155 (47평) 361,290 2019.11 21 자연녹지지역

5,100,000 전 155 (47평) 32,903 2019.11 21 자연녹지지역

83,520,000 전 155 (47평) 538,839 2019.07 2 자연녹지지역

년도 개별 공시지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0,000

210,000

220,000

230,000

240,000

2019 3.7%▲

2018 3.8%▲

2017 6.0%▲

2016 3.7%▲

2015 - 

인근물건 

ㆍ경·공매물건

구분 사건(관리)번호 인근물건 입찰(개찰)일 감정(청구)액 최저가 

진행 순천7 2019-54146 전남 여수시 오천동 공장 2020.07.27 851,222,820 851,222,820

진행 순천4 2019-9115 전남 여수시 화양면 공장 2020.08.03 763,318,890 763,318,890

진행 순천8 2019-11187 전남 여수시 돌산읍 공장 2020.08.10 672,558,290 672,55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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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매각사례 (전남 여수시/공장 직전6개월 매각가율 87.5% , 매각율 28.6%, ㆍ경쟁률1.5명 ) 

매각통계 (전남 여수시 / 공장) 조회수통계 

구분 사건(관리)번호 인근물건 입찰(개찰)일 감정(청구)액 최저가 

예정 순천4  2020-53859 전남 여수시 상암동 제조업소 2020.05.29 240,000,000 0

예정 순천8  2020-53873 전남 여수시 상암동 제조업소 2020.05.28 360,000,000 0

예정 순천8  2020-52276 전남 여수시 화치동 공장 2020.03.30 72,420,273,037 0

매각일자
사건번호 물건기본내역 감정가

최저가
매각금액
응찰자수

2020.05.18
순천1계

2019-6611[1]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38-59 [구족도1길 5-2]
건물 462㎡ (140평)│토지 1,249㎡ (378평) 

430,472,000
301,330,000

(70%)

330,100,000
1명

(76.7%)

2019.11.18
순천8계

2018-12688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2134 ,2154 [화양로 1121-7]
건물 1,193㎡ (361평)│토지 1,954㎡ (591평) 

862,472,800
482,985,000

(56%)

501,100,000
2명

(58.1%)

2019.08.05
순천2계

2017-7733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산126-2 ,-7,-8,산129-2,47-1,48,49 1동 
[상전길 154]
[유치권　재매각　입찰외]
건물 1,600㎡ (484평)│토지 102,562㎡ (31,025평) 

1,519,061,000
544,431,000

(36%)

640,000,000
2명

(42.1%)

ㆍ거래사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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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치동 1376 공장용지 2,660,360,000 16,547.4 531,478 0.0 0 2018.07

화치동 1447 공장용지 791,270,000 6,359.0 411,350 0.0 0 2015.09

화치동 1435 공장용지 205,000,000 1,647.5 411,343 0.0 0 2015.09

화치동 1446 공장용지 402,170,000 3,232.0 411,352 0.0 0 2015.09

화치동 1445 공장용지 1,434,040,000 11,524.6 411,349 0.0 0 2014.08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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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각 0 건 0 건 0 건 0 건 2 건 0 건 

매각율 매각가율 응찰자수(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25

50

75

100

금일 1주평균 2주평균 공고후 총조회수

2 / 1 0.43 / 0.14 0.36 / 0.36 13 / 16 206 / 50

관할정보 

법원 ㆍ순천지원 9계 전화 : (061)729-5329   ㆍ입찰시간 10:00~11:30     <법원안내> ㆍ신한은행(1층)

주민센터 ㆍ삼일동주민센터 (대표:061-659-1667, 전남 여수시 상암동 1713 ) 

등기소 ㆍ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대표:1544-0773, 전남 여수시 망마로 26 (학동 97-1))

세무서 ㆍ여수세무서(대표:061-688-0200,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48-5(봉계동)) 

지역분석 

개발계획

ㆍ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화치동]    2016.06.30 
ㆍ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화치동]    2016.06.30 
ㆍ [도로] 국도17호선 돌산대교 성능개선공사 (2016.12.28~2020.12.06)[여수시] 
ㆍ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여수시]    2020.06.18 
ㆍ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여수시]    
2020.04.09 

면책조건으로 제공됨 (출력일: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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