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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차 남포, 광복지하도상가 공실 점포 입찰 공고

□ 입찰 대상 (점포 수: 총 49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연번 상 가 명 호 수 임대면적(㎡) 예 정 가 격
(연간임대료) 비 고

1 남포지하도상가 가12 36.60㎡ 3,707,720원 2회 유찰

2 남포지하도상가 가13, 가14 79.70㎡ 8,073,920원 2회 유찰

3 남포지하도상가 가22 54.55㎡ 5,526,120원 2회 유찰

4 남포지하도상가 가29 42.11㎡ 4,711,590원 2회 유찰

5 남포지하도상가 가40 27.74㎡ 3,103,760원 2회 유찰

6 남포지하도상가 가42, 가43 55.48㎡ 6,207,540원 2회 유찰

7 남포지하도상가 가44 27.74㎡ 3,103,760원 2회 유찰

8 남포지하도상가 가47, 가48 107.23㎡ 15,313,890원 2회 유찰

9 남포지하도상가 가71 54.08㎡ 7,335,830원 2회 유찰

10 남포지하도상가 가73 54.08㎡ 7,335,830원 2회 유찰

11 남포지하도상가 가74 54.08㎡ 7,335,830원 2회 유찰

12 남포지하도상가 가76 54.08㎡ 7,335,830원 2회 유찰

13 남포지하도상가 가85 54.08㎡ 8,150,930원 1회 유찰

14 남포지하도상가 나4 29.14㎡ 2,763,170원 2회 유찰

15 남포지하도상가 나10 29.14㎡ 3,070,190원 1회 유찰

16 남포지하도상가 나11, 다11-1, 11-2 58.28㎡ 4,685,710원 1회 유찰

17 남포지하도상가 나22 58.27㎡ 4,669,520원 2회 유찰

18 남포지하도상가 나41, 다41 58.28㎡ 5,104,620원 2회 유찰

19 남포지하도상가 다30, 다31 58.28㎡ 3,380,000원 2회 유찰

20 남포지하도상가 다36, 다37 58.28㎡ 3,380,000원 2회 유찰

21 남포지하도상가 라17 27.74㎡ 1,237,310원 2회 유찰

22 남포지하도상가 라22 27.74㎡ 1,384,110원 2회 유찰

23 남포지하도상가 라25 26.96㎡ 1,345,190원 2회 유찰

24 남포지하도상가 라41 54.08㎡ 6,763,450원 2회 유찰

25 남포지하도상가 라47 28.13㎡ 1,482,560원 2회 유찰

26 남포지하도상가 라49 27.74㎡ 1,624,450원 -

27 광복지하도상가 A-27 27.40㎡ 1,736,060원 1회 유찰
28 광복지하도상가 A-47 27.40㎡ 1,236,280원 1회 유찰
29 광복지하도상가 A-61 27.40㎡ 1,081,750원 1회 유찰

30 광복지하도상가 A-62 27.40㎡ 973,570원 2회 유찰



가. 입찰 유의사항

   1)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임대 기간: 10년(임대차 계약기간 내 1년마다 사용허가 갱신허가를 받아야만 함)

 다. 입찰 일정   

전자 입찰서 제출 및
입찰 보증금 납부 일시

입찰 집행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계약 체결 기간 임대 계약 기간

2022.04.15.(금) 16:00
~2022.04.21.(목) 16:00

2022.04.22.(금)
10:00

온비드
(www.onbid.co.kr)

 2022.04.25.(월)
~2022.04.26.(화)

2022.05.01.
~2032.04.30.

  ※ 공고 회차별 1인당 1물건에 대해서만 투찰이 가능하며, 2회 이상 투찰시 모든 

투찰 건에 대해 무효 처리되오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공고문 내 금지업종 필독 및 점포 상태 확인 후 입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광복지하도상가 C-63호는 휴대폰 판매매장으로 입찰가능합니다.

2. 입찰 방법(총액 입찰): 전자 입찰 실시(온비드 www.onbid.co.kr)

가. 일반 경쟁 입찰로서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

나. 유효한 입찰로,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3. 임대료 납부 방법: 계약 체결 전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 고지서로 선납

4.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본 입찰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상세 공고문 필독)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참조 및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 계약 담당
☎ 051-713-8209

연번 상 가 명 호 수 임대면적(㎡) 예 정 가 격
(연간임대료)

비 고

31 광복지하도상가 B-28 27.40㎡ 1,798,530원 -
32 광복지하도상가 B-50 27.40㎡ 1,086,020원 2회 유찰

33 광복지하도상가 B-58 27.40㎡ 1,086,020원 2회 유찰
34 광복지하도상가 B-67 27.40㎡ 973,570원 2회 유찰

35 광복지하도상가 B-69 27.40㎡ 973,570원 2회 유찰
36 광복지하도상가 C-43 27.40㎡ 1,236,280원 -

37 광복지하도상가 C-58 54.39㎡ 2,454,070원 1회 유찰
38 광복지하도상가 C-63 40.98㎡ 1,456,100원 2회 유찰

39 광복지하도상가 C-65 27.40㎡ 1,081,750원 -
40 광복지하도상가 C-66 27.40㎡ 1,081,750원 -

41 광복지하도상가 C-70 27.40㎡ 973,570원 2회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