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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1. 공매목적부동산

물건번호 소재지 호수 전유면적(㎡) 비고

1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546-10

아마빌리스

101호 205.43
근린생활시설

2 401호 205.43

3 501호 79.60

오피스텔

4 502호 84.81

5 503호 41.30

6 601호 79.60

7 602호 74.81

8 603호 41.30

9 701호 79.60

10 702호 74.81

11 703호 41.30

12 801호 79.60

13 802호 74.81

14 901호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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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02호 74.81

16 1001호 79.60

17 1002호 74.81

18 1101호 79.60

19 1102호 74.81

20 1201호 79.60

21 1202호 74.81

22 1301호 79.60

23 1302호 74.81

24 1401호 79.60

25 1402호 74.81

26 1501호 79.60

주 : 공매목적부동산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등기부등본(신탁원부)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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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 입찰가격                                                                            [단위 : 원, VAT포함]

물건
번호

공매일시

회차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입찰일시
21.10.20.

09:30~16:30
21.10.27.

09:30~16:30
21.11.03.
09:30~16:30

21.11.10.
09:30~16:30

21.11.17.
09:30~16:30

21.11.24.
09:30~16:30

21.12.01.
09:30~16:30

개찰일시
21.10.21. 
09:00

21.10.28. 
09:00

21.11.04. 
09:00

21.11.11. 
09:00

21.11.18. 
09:00

21.11.25. 
09:00

21.12.02. 
09:00

1

공매
입찰가

295,000,000 265,500,000 238,950,000 215,055,000 193,550,000 174,195,000 156,776,000 

2 332,000,000 298,800,000 268,920,000 242,028,000 217,826,000 196,044,000 176,440,000 

3 232,000,000 208,800,000 187,920,000 169,128,000 152,216,000 136,995,000 123,296,000 

4 218,000,000 196,200,000 176,580,000 158,922,000 143,030,000 128,727,000 115,855,000 

5 117,000,000 105,300,000  94,770,000  85,293,000  76,764,000  69,088,000  62,180,000 

6 232,000,000 208,800,000 187,920,000 169,128,000 152,216,000 136,995,000 123,296,000 

7 218,000,000 196,200,000 176,580,000 158,922,000 143,030,000 128,727,000 115,855,000 

8 117,000,000 105,300,000  94,770,000  85,293,000  76,764,000  69,088,000  62,180,000 

9 232,000,000 208,800,000 187,920,000 169,128,000 152,216,000 136,995,000 123,296,000 

10 218,000,000 196,200,000 176,580,000 158,922,000 143,030,000 128,727,000 115,855,000 

11 117,000,000 105,300,000  94,770,000  85,293,000  76,764,000  69,088,000  62,180,000 

12 232,000,000 208,800,000 187,920,000 169,128,000 152,216,000 136,995,000 123,296,000 



- 4 -

주1: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2: Onbid 공매의 특성에 의거, 각 차수별 공매가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공매실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단, 

마지막 회차까지 공매실시 후 유찰된 경우, 마지막 회차 공매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주3: 본 공매공고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사항(명도 책임, 제한 물권 등)은 매수인이 입찰가격 외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4: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조건입니다.

13 218,000,000 196,200,000 176,580,000 158,922,000 143,030,000 128,727,000 115,855,000 

14 232,000,000 208,800,000 187,920,000 169,128,000 152,216,000 136,995,000 123,296,000 

15 218,000,000 196,200,000 176,580,000 158,922,000 143,030,000 128,727,000 115,855,000 

16 239,000,000 215,100,000 193,590,000 174,231,000 156,808,000 141,128,000 127,016,000 

17 225,000,000 202,500,000 182,250,000 164,025,000 147,623,000 132,861,000 119,575,000 

18 239,000,000 215,100,000 193,590,000 174,231,000 156,808,000 141,128,000 127,016,000 

19 225,000,000 202,500,000 182,250,000 164,025,000 147,623,000 132,861,000 119,575,000 

20 239,000,000 215,100,000 193,590,000 174,231,000 156,808,000 141,128,000 127,016,000 

21 225,000,000 202,500,000 182,250,000 164,025,000 147,623,000 132,861,000 119,575,000 

22 239,000,000 215,100,000 193,590,000 174,231,000 156,808,000 141,128,000 127,016,000 

23 225,000,000 202,500,000 182,250,000 164,025,000 147,623,000 132,861,000 119,575,000 

24 244,000,000 219,600,000 197,640,000 177,876,000 160,089,000 144,081,000 129,673,000 

25 229,000,000 206,100,000 185,490,000 166,941,000 150,247,000 135,223,000 121,701,000 

26 244,000,000 219,600,000 197,640,000 177,876,000 160,089,000 144,081,000 129,6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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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매사항

    • 공매장소 :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 공매공고 : Onbid 홈페이지(www.onbid.co.kr) 및 당사 홈페이지

    • 문 의 처 : 우리자산신탁(주) TEL 051)714-3004 / FAX 051)714-3005 

    • 공매방법 :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

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Onbid 이용방법 및 인

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 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합니다.

  • 입찰의 방식 : 물건 별 개별입찰 하여야 합니다.

    • 개       찰 : 상기 일정에 따라, Onbid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

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Onbid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일시(응찰가능일시)에 복수의 회차로 입찰이 진

행될 경우 전회차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후회차 입찰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

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찰자는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 의 계 약 : 공매가 유찰될 경우 전 회차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

고가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 취소 등 확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①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

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②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또한 ③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매도자가 

http://www.onbid.co.kr
http://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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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위 ① 내지 ③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입찰보증금(계약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

니다.

 • 부가가치세 : 본 공매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는 포함(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함)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주체(당

사)로부터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공매목적부동산이 공동주택 전용면적 85㎡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

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최초 입찰서 제출 시 신한은행(신한위탁), 하나은행(하나위탁) 및 우리은행(우리위탁)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입찰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입찰서 제출 시 납부계좌 발급은행 외의 은행 납부게좌를 추가 발급 받아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납부계좌 추가발급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

서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취소 또는 낙찰자결정 

완료 후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

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원

인으로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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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납부기일을 지연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당사에 위약금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구  분 금  액 납부일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매매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6. 공매참가조건

  가. 매수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

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본 목적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물권, 소송관련사항(소유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

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입니다.(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요건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시 낙찰자는 매각 대금 외에 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 하에 사전조사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매목적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에 대한 명도, 철거, 수

거, 인도 등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공매목적부동산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연체료 포함)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매수자가 부담합니

다. 단, 법률에 의거 매도자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잔금 납부일을 기

준으로 이전은 매도자가, 이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시기를 불문하고 매도인(신탁사)은 공매목적부동산의 (전용 및 공용)관리비, 수

도, 가스, 전기비 등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황대로 인수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의 매각임]

  사.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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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 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아. 매수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매각 대상 물건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ㆍ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임대차 및 인도ㆍ명도책임

 가. 공매목적물에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 권리관계는 관할주민센터(세무서) 전입세대열람(등록사항 열람) 및 탐방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이 직접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전 조사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공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나.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필히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사.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항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①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하자(등기부등본과 현황의 차이 등)

②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③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④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⑤ 등기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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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⑦ 민법 제569조 내지 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⑧ 본 사업부지 내의 유치권 및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

  아.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공매물건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물건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물권의 실행, 매매계약에 민법상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찰된 경우 다음 공매 개시 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이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카.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수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타. 입찰 진행시 Onbid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파. 인터넷 전자입찰일 경우 개찰이 익영업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일 2차수 공매진행시 전차에서 낙찰자가 있더라도 다음 차수 공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공매실시 후 익영업일 개찰결과, 전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다음 차수 응찰자는 응찰이 자동으로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하. 공매 관련 내용은 당사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을 통해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08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