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 효력상실 명세서
구분

사업명

수익권증서번호

신탁원본우선수익자명

1

서울 도봉 박공수 담보

2008-3본부-0011

(주)전일상호저축은행

2

경기 두미 효성 담보

2011-1본부-0504

두미컨트리클럽(유)

3

경기 두미 효성 담보

2011-1본부-0503

(주)우리은행

4

경기 두미 효성 담보

2011-1본부-0039

두미컨트리클럽(유)

5

경기 두미 효성 담보

2011-1본부-0502

(주)우리은행

6

경기 두미 효성 담보

2011-1본부-0037

(주)우리은행

7

경기 두미 효성 담보

2012-1본부-0570

(주)우리은행

8

경기 두미 효성 담보

2011-1본부-0038

(주)한국외환은행

9

경기 파주 더콜로니운정 담보

2016-1본부-1226

신한캐피탈(주)

10

충북 제천 강저지구 롯데캐슬 차입형 토지

2016-1본부-0871

(주)평택상호저축은행

11

경기 양평 티엘산업에스 관리형 토지

2012-2본부-0780

동부화재해상보험(주)

12

경기 양평 티엘산업에스 관리형 토지

2012-2본부-0781

국민은행(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8호의신탁업자)

13

경기 삼회 채옥순 외2 담보

2017-사업1실-0043

남서울농업협동조합

14

경기 병점 박성회 담보

2017-사업1실-1673

동수원신용협동조합

15

경기 보정 원건설2 담보

2016-사업1실-1223

청남농업협동조합

16

경기 보정 원건설2 담보

2016-사업1실-1222

청남농업협동조합

17

인천 학익 경언씨앤씨 담보

2015-사업1실-0077

(주)한국투자저축은행

18

경기 대양 김현옥 외 담보

2017-사업1실-0782

강동농업협동조합

19

경기 삼회 채옥순 외2 담보

2017-사업1실-0042

남서울농업협동조합

20

북수원 씨지브이 담보대리

2013-2본부-0216

한국산업은행

21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07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2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3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03

(주)하나은행

24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09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25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08

남동신용협동조합

26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04

(주)신한은행

27

북수원 씨지브이 담보대리

2013-2본부-0217

씨제이씨지브이

28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01

중소기업은행

29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13

(주)태영건설

30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11

(주)아이비케이캐피탈

31

북수원 씨지브이 담보대리

2013-2본부-0218

한국산업은행

32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12

산은캐피탈(주)

33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보

2015-사업1실-120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4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0315

광안신용협동조합

35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0024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

36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0312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

37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7-2본부-1390

청운신용협동조합

38

대전 덕명지구 운암건설 담보

2014-1본부-0466

에이치앤유유동화전문유한회사

39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0025

북성신용협동조합

40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0311

청운신용협동조합

41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2-2본부-0791

서대구농업협동조합

42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0026

풍양신용협동조합

43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0313

북성신용협동조합

44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1020

(주)금화상호저축은행

45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5-2본부-0314

풍양신용협동조합

46

대전 관평 에이치.디.비 담보

2012-2본부-0790

청운신용협동조합

47

전남 선평 동광종합토건 담보신탁

2015-2본부-0407

(주)스카이저축은행

48

전남 선평 동광종합토건 담보신탁

2015-2본부-0511

한국수출입은행

49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43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50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35

목포농업협동조합

51

제주 내도 장경석 담보

2017-2본부-0616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52

대구 침산 라움건설 담보신탁

2015-2본부-0438

청운신용협동조합

53

서울 영등포 당산 남완현외 담보신탁

2017-2본부-1207

대아신용협동조합

54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39

아포농업협동조합

55

전주 완산 경원 나병식 담보신탁

2017-2본부-0784

아이비케이저축은행 대전지점

56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32

영동농업협동조합 (취급지점:삼성로지점)

57

대구 현내 노태선 담보신탁

2015-2본부-1308

청운신용협동조합

58

충남 부여 흥원에너지 담보신탁

2017-2본부-0252

(주)아산상호저축은행

59

대구 침산 라움건설 담보신탁

2016-2본부-1103

청운신용협동조합

60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37

순천농업협동조합(취급지점:송광지점)

61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38

신도농업협동조합

62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33

구리농업협동조합 (취급지점:수택지점)

63

남양주 진접 금곡리 예담더팰리스 담보신탁

2017-2본부-0806

대아신용협동조합

64

대구 침산 라움건설 담보신탁

2016-2본부-1104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65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34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66

경기 하남 춘궁 최구열 담보신탁

2017-2본부-0976

구로신용협동조합

67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42

의정부농업협동조합(취급지점:장암지점)

68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40

신태인농업협동조합

69

제주 안덕 라온랜드 담보

2015-2본부-0241

여수농업협동조합(취급지점:돌산지점)

70

군산 미장2차 아이파크 관리형토지신탁

2015-2본부-0729

미장2차아이파크 주식회사

71

인천 부평 신일건업 분관/대리

2010-2본부-0900

(주)푸른이상호저축은행

72

경기 마북 신원종합개발 담보대리

2015-2본부-0644

(주)대신저축은행

73

군산 미장2차 아이파크 관리형토지신탁

2015-2본부-0012

현대산업개발(주)

74

인천 부평 신일건업 분관/대리

2013-1본부-0477

(주)금화상호저축은행

75

경기 마북 신원종합개발 담보대리

2015-2본부-0052

(주)아이비케이저축은행

76

경기 마북 신원종합개발 담보대리

2015-2본부-0048

(주)하나저축은행

77

인천 부평 신일건업 분관/대리

2013-1본부-0479

(주)참저축은행

78

군산 미장2차 아이파크 관리형토지신탁

2014-2본부-0957

현대산업개발(주)

79

경기 마북 신원종합개발 담보대리

2015-2본부-0050

(주)모아저축은행

80

인천 부평 신일건업 분관/대리

2013-1본부-0478

(주)키움저축은행

81

인천 부평 신일건업 분관/대리

2014-1본부-0950

(주)키움저축은행

82

경기 금곡 일호개발 분관대리

2015-2본부-0774

주식회사 온누리종합건설

83

인천 부평 신일건업 분관/대리

2014-1본부-0951

(주)참저축은행

84

경기 마북 신원종합개발 담보대리

2015-2본부-0051

신한캐피탈(주)
주식회사 온누리종합건설

85

경기 금곡 일호개발 분관대리

2014-1본부-0455

86

인천 부평 신일건업 분관/대리

2014-1본부-0952

(주)금화상호저축은행

87

인천 부평 신일건업 분관/대리

2016-2본부-1159

주식회사 엔피엘파트너스대부

88

경기 능 아이엠디앤씨 분관대리

2015-2본부-0590

달구벌신용협동조합

89

인천 가정 쓰리엠디앤씨 담보

2017-2본부-1507

(주)융창상호저축은행

90

경기 능 아이엠디앤씨 분관대리

2015-2본부-0595

의왕신용협동조합

91

인천 가정 쓰리엠디앤씨 담보

2017-2본부-1508

(자)영진상호저축은행

92

대구 하서 권칠언외1 분관대리

2014-1본부-0729

(주)금화상호저축은행

93

대구 하서 권칠언외1 분관대리

2016-2본부-0912

(주)일군토건

94

충남 정죽 카밀리아 담보

2011-2본부-0488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95

서울 광희동2가 케이와이개발 동대문 하얏트호텔 담보

2018-2본부-0126

주식회사 소테츠인터내셔널한국

96

서울 성수 손동학 담보

2017-2본부-1049

(주)농심캐피탈

97

서울 성수 손동학 담보

2017-2본부-1050

(주)프런티어파트너스대부

98

경기 미사 에이치앤케이 분관대리

2015-2본부-0950

수협중앙회(취급지점:동탄지점)

99

서울 광희동2가 케이와이개발 동대문 하얏트호텔 담보

2015-2본부-1266

웰컴저축은행(주)

100

경기 미사 에이치앤케이 분관대리

2015-2본부-0949

우성건영(주)

101

경기 배곧513 서영건설플러스 분관대리

2016-2본부-0274

(주)남양저축은행

102

경기 배곧513 서영건설플러스 분관대리

2016-2본부-0273

(주)융창상호저축은행

103

전남 여수 누림디앤씨 담보

2018-2본부-0481

지에스건설(주)

104

서울 광희동2가 케이와이개발 동대문 하얏트호텔 담보

2013-1본부-0184

(주)하나은행 천호동지점

105

서울 광희동2가 케이와이개발 동대문 하얏트호텔 담보

2015-2본부-0463

(주)하나은행 천호동지점

106

서울 광희동2가 케이와이개발 동대문 하얏트호텔 담보

2013-1본부-0108

(주)하나은행 천호동지점

107

인천 도화 전달민 담보

2017-2본부-0255

(주)모아저축은행(취급지점:부천시청역지점)

108

경기 안산 고잔 신성씨앤비 분관대리

2015-2본부-1054

(주)금화상호저축은행

109

서울 성수 손동학 담보

2016-2본부-0880

군포신용협동조합

110

경기 배곧513 서영건설플러스 분관대리

2016-2본부-0272

(주)금화상호저축은행

111

서울 광희동2가 케이와이개발 동대문 하얏트호텔 담보

2015-2본부-0509

웰컴저축은행(주)

112

인천 운서 호범 담보

2017-2본부-1504

(주)모아저축은행

113

충남 천안 불당 고은씨엠 분관대리

2015-3본부-1379

수협중앙회(취급지점:동탄지점)

114

서울 역삼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 분관대리(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2012-1본부-0634

(주)하나은행

115

서울 역삼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 분관대리(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2012-1본부-0633

(주)신한은행

116

서울 역삼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 분관대리(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2012-1본부-0631

농협생명보험(주)

117

서울 율현 서흥개발 관토

2016-1본부-0289

인천수협연수동지점

118

서울 숭인 하나은행 관토

119

서울 역삼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 분관대리(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2012-1본부-0635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20

서울 역삼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 분관대리(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2012-1본부-0632

(주)부산은행

121

서울 율현 서흥개발 관토

2016-1본부-0292

신해공영(주)

(주)하나은행

122

경기 영천 홍명기 담보

2017-1본부-0213

병점신용협동조합

123

서울 역삼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 분관대리(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2012-1본부-0630

(주)국민은행

124

서울 역삼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 분관대리(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2012-1본부-0636

(주)대우건설

125

충북 감곡 백상엠디에이 담보

2017-1본부-1318

보은농협중앙지점

126

충북 감곡 백상엠디에이 담보

2017-1본부-0781

김희숙

127

충북 감곡 백상엠디에이 담보

2017-1본부-0778

보은농협중앙지점

128

충북 감곡 백상엠디에이 담보

2017-1본부-0780

김영준

129

경북 고령 주경환 외 1 담보신탁

2017-사업2실-0218

대구축산업협동조합관음지점

130

대구 신천 도원 담보신탁

2015-3본부-0840

대구축산업협동조합

131

대구 신천 도원 담보신탁

2015-3본부-0839

대구축산업협동조합

132

대구 봉무 도원이앤씨 담보신탁

2017-사업2실-0921

대구축산업협동조합

133

경북 고령 주경환 외 1 담보신탁

2017-사업2실-0217

대구축산업협동조합관음지점

134

충주 안림 대우푸르지오 관리형 토지

2015-3본부-0167

충주효성신용협동조합

135

충주 안림 대우푸르지오 관리형 토지

2014-2본부-0183

(주)대우건설

136

충주 안림 대우푸르지오 관리형 토지

2015-3본부-0165

주식회사 대구은행

137

충주 안림 대우푸르지오 관리형 토지

2015-3본부-0169

카이트캐피탈(주)

138

충주 안림 대우푸르지오 관리형 토지

2015-3본부-0170

(주)대우건설

139

제주 한림 박봉덕 담보대리

2017-사업1실-0246

(주)테라크라우드대부

140

대구 중 대운씨앤디 담보대리

2015-사업1실-1055

141

경기 고양 식사 729-1외1필지 최창국 담보대리

142

경기 고양 식사 최창국 담보대리

2017-사업1실-0253

(주)테라크라우드대부

143

대구 중 대운씨앤디 담보대리

2015-사업1실-1056

화원농업협동조합

144

세종신도시 1-2생활권 C5-5블럭 영토 분양관리신탁

2015-사업1실-0135

인덕건설(주)

145

대구 남산 지음 담보

2016-사업1실-1267

창성건설(주)

146

대구 남산 지음 담보

2016-사업1실-1266

(주)푸른상호저축은행

군위농업협동조합
(주)테라크라우드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