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익산시니어클럽 공고 제2020 - 1호

업무용(차량) 매각입찰 공고
1. 입찰건명 : 업무용(차량) 매각
2. 매각차량 내역

차 명

등록번호

형식(배기량)

년 식

등록일

키로수

차량상태

다마스벤

88도4789

LA08S2

2012

2011.07.18

94,226

노후

3. 기초금액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가를 낙찰가로 함
4. 입찰등록 기간 : 2020.7.10(금) ~ 7.16(목)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입찰등록 불가
5. 입찰서 접수장소 : 전북익산시니어클럽 사무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7.17(금) 10:00 전북익산시니어클럽 사무실
7 입찰참가자격 : 입찰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입찰등록 기간 내(2020.7.16.)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자
8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 신청서(소정양식-전북익산시니어클럽에 비치) 1부.
나. 사업자등록증(인감도장) 1부.
다. 청렴이행계약 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기재한
지급각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방법 : 총액입찰로서 개별입찰을 실시하며 최고가 낙찰제.
11.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차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매각대금 납부 : 낙찰자(매수자) 결정 후 5일이내 매각대금을 세입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매각차량 인계인수 : 차량 이전등록(매수자)을 마친 후 인계인수를 합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차량상태 확인 및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차량 보관 장소인 익산시 고봉로 16길 8 (전북익산시니어클럽)에서 낙찰
자가 직접 인수합니다.
○ 입찰 참가자에 대해 차량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현장답사로 갈음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당연 부담금 등 모든 비
용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차량 인도 후 발생되는 물품의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
가 책임을 집니다.
○ 매각차량이 노후 중고차량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매입한 차량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이유로 우리 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차량 인수 즉시 차량에 도색된 로그 등 기관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제거해
야 합니다.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익산시니어클럽(☎063-834-0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