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제2019-005호

중고차량 매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차 명

보 관 장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01라4034
뉴아반떼엑스디
2004년 123,022㎞ 현대자동차
242 (염곡동 300-11)
(오토)
- 전화 02)3498-2031
2. 예정가격

차량번호

년식

운행기록

제작사

(부가세 포함)

뉴아반떼엑스디

01라4034
(오토)

금 사십만원정(\400,000)

3. 입찰 및 개찰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 공단소정양식에 의거 밀봉하여 마감당일까지 제출(우편, 팩스접수 불가)
※ 제출장소 :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5층 안전지원부
나.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19. 10. 18.(금) 00:00 ~ 2109. 10. 25.(금)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28일(월) 10:00,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5층 서울컨퍼런스룸
※ 개찰은“중고자동차 매입신청서”개봉으로 대체
4. 입찰참가 자격
개인 또는 일반, 법인사업자로서 입찰(신청서 제출)등록 마감 시까지 등록한 자.
5. 입찰시 제출서류
가. 중고자동차 매입 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다. 개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차량매입), 인감도장 지참.
라. 입찰보증금
6. 매입신청서 제출방법
겉봉투에 입찰공고번호, 건명, 주소,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입찰가액의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매각결정 후 입찰자에게 반환합니다.
다.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자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 자.
나. 최고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 입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자동 유찰됨.
다. 2회 이상 입찰자 없거나 낙찰자가 포기한 차량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9. 유의사항
가.본 차량은 운행은 가능한 상태이나, 다음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
되었으니 입찰 참여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이어 2개
2) 스로틀바디어셈블리
3) 엔진오일
4) 로커커버어셈블리 및 엔진세척
5) 점화플러그 4개
6) 점화코일 4개
나. 본 차량은 구입일(2004.05.04.)로부터 현재(2019.10.17.)까지 총1회 사고이력이
있습니다.
나. 본 차량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물품보관 장소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비용 및 이전시점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당연
부담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산업폐기물처리 등 관계법령을 준
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낙찰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 매각차량은 공단 CI로고 및 도색 제거를 하여야 하며, 또한 긴급자동차는 구조
변경도 포함합니다.
라. “나” 항에 따른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는 신청 시(구조변경, 도색 등) 비용을 감안하여 제출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당시(낙찰즉시) 차량 낙찰금액 전액을 우리지부 계좌로 납부하고
등록이전을 하여야 하며, 차량등록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등록증 및 CI로고 및 도색제거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현물을 반드시 보시고 견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건은 계산서 발행 건에 해당됩니다.
자. 열람 및 장소 : 2019년 10월 18일(금) ~ 10월 25일(금) 신청서 제출 마감전까지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하3층 주차장(토·일·공휴일 제외)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지원부 (☎ 02-3498-2031)로 문의
바라며, 우리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