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가 6,495,239,230
ㆍ대지 1,723,065,400

(26.53%) 

ㆍ건물 2,931,828,630
(45.14%) 

ㆍ제시 9,373,200
(0.14%)

ㆍ기계 1,830,972,000
(28.19%)

최저가 4,546,667,000
(70%)

①  6,495,239,230 

홍성5계 2019 타경 3199 공장
사건내용 

병합/중복 2019-3854(중복-우리은행)

소 재 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796 1동 [일괄]2동, 
(32400)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2길  14-16

경 매 구 분 강제경매 채 권 자 에이디비앤에이치 

용 도 공장 채무/소유자 메이플캐미칼 매 각 기 일 20.06.30 
(4,920,000,000원)

감 정 가 6,495,239,230
(19.06.17) 청 구 액 849,869,000 다 음 예 정

최 저 가 4,546,667,000 (70%) 토 지 면 적 8,927.8㎡ (2,700.7평) 경매개시일 19.06.11

입찰보증금 454,666,700 (10%) 건 물 면 적
전체 4,509.6㎡ (1,364.2
평) 
제시외 21.4㎡ (6.5평)

배당종기일 19.08.27

주 의 사 항 ㆍ유치권ㆍ입찰외   

조 회 수
ㆍ금일조회 1 (0)  ㆍ금회차공고후조회 23 (7)  ㆍ누적조회 152 (18)   ()는 5분이상 열람 
ㆍ7일내 3일이상 열람자 1 ㆍ14일내 6일이상 열람자 0 (기준일-2020.06.30/전국연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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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0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
추리 796 1동 
[예당산단2길14-16]

감정평가액
토지 : 1,723,065,40
0
건물 : 2,042,112,15
0
기계 : 1,830,972,00
0
합계 : 5,596,149,550

감정평가서요약

- 일반철골구조기타지
붕 

- 일괄입찰
-

물건번호: 단독물건 

공장용지 8,927.8
(2,700.66평)
₩1,723,065,400

건물 
ㆍ 공장 3,490.8 

(1,055.96평)
₩2,042,112,150

- 총1층
- 승인 : 2018.04.19
- 보존 : 2018.04.25
ㆍ  기계 
ㆍ

₩1,830,972,000
기계기구5식소재

입찰외제시외이동용
이한컨테이너3동소
재
콘크리트바닥포장,
철재울타리및출입문
(자바라)등포함

(평당 638,016)

(평당 2,149,182)

경매진행과정

2020-03-17 변경

법원임차조사

민성캐
미칼테
크 

사업 2019.05.29
(보) 100,000,000 
공장/1,2동전부
점유기간
2019.06.01-2021.
05.31

*임차인 주식회사 민성캐
미칼테크 차장 김경태는 
공장저당법에 설정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모두 소
재하고 있다고 진술함. 임
차인 주식회사 민성캐미
칼테크 기재내용은 임대
차계약서 사본과 상가건
물임대차 현황서를 토대
로 조사보고함.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나타나
는 주식회사 명진캐미칼
의 임차부분은 정확한 특
정이 곤란하므로 편의상 

건물

소유권메이플캐미칼 
2018.04.25

근저당
[공동]

우리은행 
주안
2018.05.04
1,680,000,000 

근저당
[공동]

우리은행 
주안
2018.05.04
1,800,000,000 

근저당
[공동]

우리은행 
주안
2018.05.04
1,440,000,000 

가등기
[공동]

신성씨앤에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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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495,239,230 

①  6,495,239,230 

②  30% ↓ 4,546,667,000 

*建공동제외임

예당일반산업단지내
위치 

- 부근정비된산업단지
로서중소규모공장이
입주하여가동중이고
근거리에대전-당진
간고속도로고덕I/C소
재 

- 사다리형평지 
- 북동측중로2퓨(폭15

m)를주진입로로이용
중 

- 중로2류(15-20m)접함 
- 일반산업단지(예당일

반산업단지)

- 도시지역
- 일반공업지역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돼지,개,닭,
오리,메추리1500m이
내)

- 현상변경허가대상구
역

- 산업시설구역
(예당일반산업단지)

2019.06.17 미래해산감
정 

표준지가 : 136,000
개별지가 : 129,200
감정지가 : 193,000

2020-04-21 변경

2020-05-26 유찰

2020-06-30 매각

매수인 오OO 

응찰수 1명 

매각가 4,920,000,000
(75.75%)

허가 2020-07-07
납기 2020-08-05

3번 부동산에 기재하여 
보고함. {현지출장시 만난 
민성캐미칼테크 차장 김
경태는 본건 1,2,3번 부동
산에 자신들의 회사인 주
식회사 민성캐미칼테크
만 소재하고 있으며 명진
캐미칼이라는 이름은 들
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
함}

총보증금:100,000,000

소유이전청구가
등 

가압류
[공동]

에이디비앤에이
치 
2018.12.20
821,159,000 
2018 카단 2748 
청주 GO

가압류
[공동]

주식회사파인 
2019.03.08
140,109,200 
2019 카단 429 
수원 안산 GO

가압류
[공동]

제일포밍 
2019.04.04
717,040,000 
2019 카단 
30048 인천 GO

강   제
[공동]

에이디비앤에이
치 
2019.06.11

*청구액:849,869,000
원

임   의
[공동]

우리은행 
여신관리부
2019.07.09
2019타경3854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충청신용지원
2019.08.13
139,510,773 
2019 카단 2413 
대전 GO

가압류
[공동]

서울보증보험 
충청신용지원
2019.08.13
260,264,183 
2019 카단 2415 
대전 GO

압   류 예산군 
2019.09.17

압   류 예산세무서장 
2020.06.09

채권총액 
6,998,083,156원

토지

소유권메이플캐미칼 
2017.11.28

매매 1,661,000,000
전소유자:예당
산업단지개발 

지상권우리은행 
2017.11.28
30년 

압   류 예산군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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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분석 ※ 이해관계자 제보 등을 반영한 지지옥션의 주관적 분석 의견임 

압   류 예산세무서장 
2019.03.14

압   류 국민건강보험공
단 
예산지사
2019.04.04

채권총액 
6,998,083,156원

열람일자 : 2020.06.29 

(3240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
추리 796 2동 
[예당산단2길14-16]

감정평가액
건물 : 889,716,480
제시 : 9,373,200
합계 : 899,089,680

감정평가서요약

- 일반철골구조철콘지
붕 

- 2층:시스템에어컨설
비 

건물 
ㆍ 1층공장 332.5 

(100.58평)
₩275,293,440

ㆍ 2층공장 332.5 
(100.58평)
₩275,293,440

ㆍ 3층공장 332.5 
(100.58평)
₩339,129,600

- 승인 : 2018.04.19
제시외 
ㆍ 옥탑층계단

실 21.4 
(6.47평)
₩9,373,200

법원임차조사

명진캐
미칼 

사업 2018.10.29
(보) 5,000,000 
(월) 300,000 
점유기간
2018.10.29-2021.
10.29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와 같이 확인된 임차인 주
식회사 민성캐미칼테크 
외에 주식회사 명진케미
칼이 임차인으로 등재되
어 있으나 상세 임차위치
는 확인이 안되므로 편의
상 3번 부동산에 임차인
으로 보고함.

총보증금:5,000,000
총월세금:300,000

ㆍ유치권  (분석일자:20.06.25)
점유관계 미상인 `주식회사 솔앤테크산업(변경전 : 주
식회사 범진이엔씨)`에서 유치권을 신고했는데, 현황
조사내역 등 법원 기록에 따르면, 동소는 `임차인 주
식회사 민성캐미칼테크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조사내
용만 있는 상태입니다.

즉,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나 이를 알리는 게시문 
등 어떠한 표식(表式 )도 일체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인의 미점유를 추정할 수 있겠습
니다.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데,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유
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2006다22050)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공장)은 건물 자체 공사대금 외에 유
익비(건물의 가치증가 비용)나 필요비(현상 유지보수
비용) 지출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실무사례가 거의 없는데, 매각대상 건물이 
2018년 4월에 보존등기되었고 그 이후 2년여가 경과
하도록 본건에 (가)압류를 하는 등 채권회수 노력도 
없었고, 3회나 진행(2회 변경. 1회 유찰)되고 4회차 
매각기일에 임박하여 갑자기 신고한 점까지 감안하
면,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입찰외  (분석일자:20.06.25)
입찰외 컨테이너(3동)와 관련하여, 컨테이너는 이동
이 용이하고,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 아니며, 경제
적인 가치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대법원판례 91
도945)을 감안했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소유자와 합의에 의하여 이동시키거나, 합
의에 이를 수 없을 때에는 인도명령결정문을 집행권
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ㆍ관련사건☞ 청주지방법원 2019차225
ㆍ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옥탑층계단실) 매각포함, 제시외 컨테이너 3동 매각제외.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
기구 1. 그라스울 판넬라인, 2. 호이스트크레인, 3. 수변전설비 매각포함, 기계기구 목록1. 그라스울 판넬라인은 공장저
당법상 구조, 가격, 용량 등의 기본사항 대신 그라스울 판넬라인의 설치방법으로 표기되어 목록상 명칭을 근거로 추정
평가하였으니 실제 설비와의 동일성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 요함. 2020.6.15.자 주식회사 솔앤테크산업(변경전: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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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배당표 [매각가 4,920,000,000으로 분석]    ※ 건물의 권리관계로만 분석되었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ㆍ시행단계 - 실시계획 ㆍ면적/인구 - 1,042,650㎡ / 
ㆍ시공사 -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n금송산업개발주
식회사

ㆍ공원면적 - 62,527㎡
ㆍ개발일자 - 200912

사 범진이엔씨)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796 (공장내) 창고 및 EPS투입 생산라인 설치공사(공사기간: 
2020.1.10~2020.3.30)에 대해 공사대금
ㆍ495,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0.6.15. 정정ㆍ변경.

등기권리

종류 권리자 등기일자 채권액 예상배당액 인수 비고

소유권 메이플캐미칼 2018-04-25 말소 

근저당권 우리은행 2018-05-04 1,680,000,000 1,680,000,000 말소 말소기준등기

근저당권 우리은행 2018-05-04 1,800,000,000 1,800,000,000 말소 

근저당권 우리은행 2018-05-04 1,440,000,000 1,428,228,930 말소 

가등기 신성씨앤에스 2018-10-23 말소 

가압류 에이디비앤에이치 2018-12-20 821,159,000 말소 

가압류 주식회사파인 2019-03-08 140,109,200 말소 

가압류 제일포밍 2019-04-04 717,040,000 말소 

강   제 에이디비앤에이치 2019-06-11 말소 경매기입등기

임   의 우리은행 2019-07-09 말소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2019-08-13 139,510,773 말소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2019-08-13 260,264,183 말소 

압   류 예산군 2019-09-17 말소 

압   류 예산세무서장 2020-06-09 말소 

임차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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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캐미
칼 사업 : 2018-10-29

보 5,000,000

월 300,000

환산 35,000,000

無 소멸 영업

민성캐미
칼테크 공장/1,2동전부 사업 : 2019-05-29 보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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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71,070  4,908,228,930

근저당권  우리은행 1,680,000,000 3,228,228,930 근저

근저당권  우리은행 1,800,000,000 1,428,228,930 근저

근저당권  우리은행 1,428,228,930 0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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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정보 

일반지방산업단지(예당일반산업단지)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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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명도비용 93,820,000 원 (노무자수:286명, 컨테이너 54대 - 평일주간, 특수장비, 특수인력 비용 별도)

129,200

129,400

124,600

124,600

119,800

ㆍ매각사례 (충남 예산군/공장 직전6개월 매각가율 59.7% , 매각율 38.5%, ㆍ경쟁률3명 ) 

가격정보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거래금액 지목 면적-㎡ ㎡당 금액 계약년월 계약일 용도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토지]

30,000,000 임야 595 (180평) 50,392 2020.05 22 계획관리지역

520,000,000 임야 298 (90평) 1,746,901 2020.05 16 계획관리지역

629,000,000 임야 298 (90평) 2,113,078 2020.03 10 계획관리지역

28,340,000 대 387 (117평) 73,230 2020.02 8 계획관리지역

39,490,000 답 3,027 (916평) 13,046 2019.11 29 농림지역

년도 개별 공시지가

2015 2016 2017 2018 2019
115,000

120,000

125,000

130,000

2019 -0.2%▼

2018 3.8%▲

2017 - 

2016 4.0%▲

2015 - 

인근물건 

ㆍ경·공매물건

구분 사건(관리)번호 인근물건 입찰(개찰)일 감정(청구)액 최저가 

진행 홍성3 2019-671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공장 2020.08.04 240,334,200 57,705,000

진행 홍성3 2020-1946 충남 예산군 삽교읍 공장용지 2020.08.04 3,854,000 3,854,000

진행 홍성5 2018-16709[1] 충남 예산군 봉산면 공장 2020.08.11 4,616,910,690 1,583,600,000

예정 홍성2  2019-18450 충남 예산군 고덕면 공장 2019.10.25 2,112,000,000 0

예정 홍성2  2019-3205 충남 예산군 삽교읍 공장 2019.06.11 395,277,449 0

예정 홍성5  2018-4904 충남 예산군 봉산면 공장 2018.08.10 4,240,000,000 0

매각일자
사건번호 물건기본내역 감정가

최저가
매각금액
응찰자수

2020.06.23
홍성3계

2019-2295

충남 예산군 삽교읍 가리 324-7 ,산108,상성리 262-13 (현:상성리
262-13,가리324-7지상) [상성성미길 18-54]
[입찰외　일부맹지]
건물 3,806㎡ (1,151평)│토지 12,845㎡ (3,886평) 

4,237,800,000
1,453,565,000

(34%)

1,871,115,000
3명

(44.2%)

2020.05.19
홍성3계

2019-220[2]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483-18 1동 [충령사로 111]
[입찰외]
건물 793㎡ (240평)│토지 1,342㎡ (406평) 

698,907,020
239,726,000

(34%)

348,000,000
4명

(49.8%)

2020.01.21
홍성4계
2019-312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798 가동 [예당산단2길 14-5]
[유치권　입찰외]
건물 7,015㎡ (2,122평)│토지 11,801㎡ (3,570평) 

8,027,692,330
3,933,570,000

(49%)

4,522,100,000
4명

(56.3%)

2019.12.17
홍성3계

2018-3338[1]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192-10 ,-13,-15,-54 (대장상:192-
10,-13,-54,-58,-66지상) [충서로 336-6]
[유치권　재매각　입찰외]
건물 3,728㎡ (1,128평)│토지 14,406㎡ (4,358평) 

3,295,159,000
1,130,240,000

(34%)

1,432,600,000
4명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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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통계 (충남 예산군 / 공장) 조회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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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1 건 0 건 0 건 1 건 1 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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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0 0.71 / 0.14 0.93 / 0.21 23 / 7 152 / 18

단순조회 5분이상 열람

01 04 07 10 13 16 19 22 25 28
0

1

2

3

ㆍ거래사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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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덕면 오추리 800-2 공장용지 191,290,000 966.0 654,621 0.0 0 2019.11

고덕면 오추리 801 공장용지 659,710,000 3,331.4 654,638 0.0 0 2019.11

고덕면 몽곡리 1015 공장용지 1,223,600,000 6,441.4 627,963 0.0 0 2018.08

고덕면 오추리 796 공장용지 1,661,000,000 8,927.8 615,035 0.0 0 2017.08

고덕면 몽곡리 1020 공장용지 1,020,900,000 5,374.1 627,990 0.0 0 2017.06



2017년

20m

관할정보 

법원 ㆍ홍성지원 5계 전화 : (041)640-3234   ㆍ입찰시간 10:00~11:30     <법원안내> ㆍ제일은행(1층)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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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덕면사무소 (대표:041-339-8990,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11 ) 

등기소 ㆍ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대표:1544-0773,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 (산성리 675))

세무서 ㆍ예산세무서(대표:041)330-5200,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 

지역분석 

개발계획

ㆍ 예당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덕면]    2014.09.16 
ㆍ 예당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덕면]    2014.04.10 
ㆍ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덕면]    2014.03.13 
ㆍ 예당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덕면]    2012.12.31 
ㆍ 예당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덕면]    2012.08.22 

면책조건으로 제공됨 (출력일: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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