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용

위탁계약 상세내역 (Information Sheet)

케이옥션 K Auction

위탁자와 케이옥션은 본 위탁계약 상세내역 및 첨부된 위탁계약서에 따라 아래의 경매물품에 대한 위탁계약을 아래의 위탁계약일에 체결
합니다 (The Consignor and K Auction enter into an agreement in relation to lots below on the 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below in accordance with this Information Sheet and the Consignment Agreement attached)
위탁자(Consignor)
성명/회사명(Name) :

서명날인(Signature) :

개인/법인 식별번호(Identification No.) :

휴대폰번호(Mobile No.)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전화번호(Telephone No.) :

이메일주소(Email Address) :

팩스번호(Fax No.) :

우편받을 주소(Postal Address) :
지급받을 은행계좌(Bank Account for Net Sale Proceeds) :

회사명(Legal Name) : 주식회사 케이옥션(K Auction Inc.)
사업자번호(Company No.) : 101-86-1791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 아트타워 1층 135-896

케이옥션(K Auction)
Tel. +82-2-3479-8888 / Fax +82-2-3479-8800
(인)
홈페이지(K Auction official website) : www.k-auction.com
1Fl. Art 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135-896, Korea

담당자성명(Name of K Auction Staff) :

서명날인(Signature) :

위탁계약일(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

경매기간/일자(Auction Period)* :

경매장소(Auction Location)* :

경매형태(Form of Auction)* :

Korea / Hong Kong

Offline / Online

* 경매기간/일자, 경매장소 및 경매형태(아래의 각 경매물품에 대한)는 위탁계약일 현재 예상되는 기간/일자, 장소 및 형태이며 케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uction Period, Auction Location and Form of Auction, in relation to each lot below, are expected period, location and form as of the 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and may be changed by K Auction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각 경매물품 관련 수수료, 비용 및 커미션
(FEES, EXPENSES & COMMISSIONS payable by the Consignor in repect of each Lot)**
위탁수수료(Seller's Commission) : 낙찰가의 10% (10% of Hammer Price)

특별감정수수료(Special Appraisal Fee) :

보험수수료(Insurance Fee) : 내정가의 0.25% (0.25% of Reserve Price)

운송수수료(Shipping Fee) :

위탁행정수수료(Consignment Processing Fee)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by Korean Law for Korean Residents) : 각종 수수료의 10% (10% of various fees)
기타소득세(Other Income Tax by Korean Law for Korean Residents) : 소득세법에 의함 (Based on Korean income tax law)
특약사항
(Special Terms) :

** 모든 결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매 및 응찰이 다른 통화로 진행된 경우에는 낙찰일 또는 케이옥션이 정한 기준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환율을 기준으로 케이옥션
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산출하며, 이때 적용된 환율에 대한 케이옥션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All payment shall be based in Korean Won. In case conduct of auction and
bidding is in other currency, Korean Won amount will be calculated using conversion rate determined by K Auction based on the exchange rate provided by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 on the date of the sale or the specific date determined by K Auction. K Auction's decision as to such conversion rate shall be conclusive)

경매물품(LOTS)
No.

작가명(Artist)

작품명(Title)

재질(Medium)

크기(Size)

내정가***
(Reserve Price)
KRW / HKD

1
2
3
4
5
*** 한국 내 경매일 경우에는 원화, 홍콩 내 경매일 경우에는 홍콩달러 기준임 (KRW for the auctions held in Korea and HKD for the auctions held in Hong Kong)

비고(Remarks)

고객용

위탁계약 상세내역 (Information Sheet)

케이옥션 K Auction

위탁자와 케이옥션은 본 위탁계약 상세내역 및 첨부된 위탁계약서에 따라 아래의 경매물품에 대한 위탁계약을 아래의 위탁계약일에 체결
합니다 (The Consignor and K Auction enter into an agreement in relation to lots below on the 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below in accordance with this Information Sheet and the Consignment Agreement attached)
위탁자(Consignor)
성명/회사명(Name) :

서명날인(Signature) :

개인/법인 식별번호(Identification No.) :

휴대폰번호(Mobile No.)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전화번호(Telephone No.) :

이메일주소(Email Address) :

팩스번호(Fax No.) :

우편받을 주소(Postal Address) :
지급받을 은행계좌(Bank Account for Net Sale Proceeds) :

회사명(Legal Name) : 주식회사 케이옥션(K Auction Inc.)
사업자번호(Company No.) : 101-86-1791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 아트타워 1층 135-896

케이옥션(K Auction)
Tel. +82-2-3479-8888 / Fax +82-2-3479-8800
(인)
홈페이지(K Auction official website) : www.k-auction.com
1Fl. Art 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135-896, Korea

담당자성명(Name of K Auction Staff) :

서명날인(Signature) :

위탁계약일(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

경매기간/일자(Auction Period)* :

경매장소(Auction Location)* :

경매형태(Form of Auction)* :

Korea / Hong Kong

Offline / Online

* 경매기간/일자, 경매장소 및 경매형태(아래의 각 경매물품에 대한)는 위탁계약일 현재 예상되는 기간/일자, 장소 및 형태이며 케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uction Period, Auction Location and Form of Auction, in relation to each lot below, are expected period, location and form as of the 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and may be changed by K Auction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각 경매물품 관련 수수료, 비용 및 커미션
(FEES, EXPENSES & COMMISSIONS payable by the Consignor in repect of each Lot)**
위탁수수료(Seller's Commission) : 낙찰가의 10% (10% of Hammer Price)

특별감정수수료(Special Appraisal Fee) :

보험수수료(Insurance Fee) : 내정가의 0.25% (0.25% of Reserve Price)

운송수수료(Shipping Fee) :

위탁행정수수료(Consignment Processing Fee)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by Korean Law for Korean Residents) : 각종 수수료의 10% (10% of various fees)
기타소득세(Other Income Tax by Korean Law for Korean Residents) : 소득세법에 의함 (Based on Korean income tax law)
특약사항
(Special Terms) :

** 모든 결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매 및 응찰이 다른 통화로 진행된 경우에는 낙찰일 또는 케이옥션이 정한 기준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환율을 기준으로 케이옥션
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산출하며, 이때 적용된 환율에 대한 케이옥션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All payment shall be based in Korean Won. In case conduct of auction and
bidding is in other currency, Korean Won amount will be calculated using conversion rate determined by K Auction based on the exchange rate provided by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 on the date of the sale or the specific date determined by K Auction. K Auction's decision as to such conversion rate shall be conclusive)

경매물품(LOTS)
No.

작가명(Artist)

작품명(Title)

재질(Medium)

크기(Size)

내정가***
(Reserve Price)
KRW / HKD

1
2
3
4
5
*** 한국 내 경매일 경우에는 원화, 홍콩 내 경매일 경우에는 홍콩달러 기준임 (KRW for the auctions held in Korea and HKD for the auctions held in Hong Kong)

비고(Remarks)

관리용

위탁계약 상세내역 (Information Sheet)

케이옥션 K Auction

위탁자와 케이옥션은 본 위탁계약 상세내역 및 첨부된 위탁계약서에 따라 아래의 경매물품에 대한 위탁계약을 아래의 위탁계약일에 체결
합니다 (The Consignor and K Auction enter into an agreement in relation to lots below on the 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below in accordance with this Information Sheet and the Consignment Agreement attached)
위탁자(Consignor)
성명/회사명(Name) :

서명날인(Signature) :

개인/법인 식별번호(Identification No.) :

휴대폰번호(Mobile No.)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전화번호(Telephone No.) :

이메일주소(Email Address) :

팩스번호(Fax No.) :

우편받을 주소(Postal Address) :
지급받을 은행계좌(Bank Account for Net Sale Proceeds) :

회사명(Legal Name) : 주식회사 케이옥션(K Auction Inc.)
사업자번호(Company No.) : 101-86-1791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 아트타워 1층 135-896

케이옥션(K Auction)
Tel. +82-2-3479-8888 / Fax +82-2-3479-8800
(인)
홈페이지(K Auction official website) : www.k-auction.com
1Fl. Art 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135-896, Korea

담당자성명(Name of K Auction Staff) :

서명날인(Signature) :

위탁계약일(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

경매기간/일자(Auction Period)* :

경매장소(Auction Location)* :

경매형태(Form of Auction)* :

Korea / Hong Kong

Offline / Online

* 경매기간/일자, 경매장소 및 경매형태(아래의 각 경매물품에 대한)는 위탁계약일 현재 예상되는 기간/일자, 장소 및 형태이며 케이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uction Period, Auction Location and Form of Auction, in relation to each lot below, are expected period, location and form as of the Date of Consignment Agreement
and may be changed by K Auction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각 경매물품 관련 수수료, 비용 및 커미션
(FEES, EXPENSES & COMMISSIONS payable by the Consignor in repect of each Lot)**
위탁수수료(Seller's Commission) : 낙찰가의 10% (10% of Hammer Price)

특별감정수수료(Special Appraisal Fee) :

보험수수료(Insurance Fee) : 내정가의 0.25% (0.25% of Reserve Price)

운송수수료(Shipping Fee) :

위탁행정수수료(Consignment Processing Fee)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by Korean Law for Korean Residents) : 각종 수수료의 10% (10% of various fees)
기타소득세(Other Income Tax by Korean Law for Korean Residents) : 소득세법에 의함 (Based on Korean income tax law)
특약사항
(Special Terms) :

** 모든 결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매 및 응찰이 다른 통화로 진행된 경우에는 낙찰일 또는 케이옥션이 정한 기준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환율을 기준으로 케이옥션
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산출하며, 이때 적용된 환율에 대한 케이옥션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All payment shall be based in Korean Won. In case conduct of auction and
bidding is in other currency, Korean Won amount will be calculated using conversion rate determined by K Auction based on the exchange rate provided by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 on the date of the sale or the specific date determined by K Auction. K Auction's decision as to such conversion rate shall be conclusive)

경매물품(LOTS)
No.

작가명(Artist)

작품명(Title)

재질(Medium)

크기(Size)

내정가***
(Reserve Price)
KRW / HKD

1
2
3
4
5
*** 한국 내 경매일 경우에는 원화, 홍콩 내 경매일 경우에는 홍콩달러 기준임 (KRW for the auctions held in Korea and HKD for the auctions held in Hong Kong)

비고(Remarks)

케이옥션 위탁계약서
1. 귀하(이하 “위탁자”)는 본 계약서(이하 위탁계약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케이옥션 주식회사(이하 “당사”)를,
위탁계약 상세내역에 기재된 경매기간(이하 “경매기간”)에, 위탁계약 상세내역에 기재된 경매장소(이하 “경매장소”)에서, 위탁계약
상세내역에 기재된 경매형태(이하 “경매형태”)에 따라 예정된 당사의 경매(이하 “경매”)를 통하여 위탁계약 상세내역의 경매물품란에
기재된 경매물품(이하 “경매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귀하의 독점 대리인으로 임명하며, 당사는 본 계약 조건 및 본 계약에
첨부되었거나 당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된 해당 경매약관(이하 “경매약관”)에 의거하여, 경매를 통한 경매물품의 매매를 주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경매약관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2. 귀하와 낙찰자 간의 매매
귀하는 경매물품의 매매가 귀하와 낙찰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경매약관을 적용 받는 것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3. 위임
어떠한 경매물품에 관해서든, 귀하는 당사가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를 경매사 나 당사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추인합니다.
4. 위탁행정수수료
귀하는 위탁계약 상세내역에 명시된 위탁행정수수료를 본 계약일자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탁행정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위탁수수료
5.1 어떠한 경매물품에 관해서든, 귀하와 당사 사이에 별도의 서면 약정이 없는 경우, 귀하는 본 계약서의 조건에 의거 및 조건을
준수하여 낙찰가의 10%를 매도인의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로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6. 당사로의 경매물품의 운송
6.1 귀하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경매물품을 수령 또는 인수할 권한을 당사에게 부여합니다.
6.2 귀하가 당사에게 경매물품의 수령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귀하와 당사가 서면으로 합의된
일자까지 귀하의 경매물품의 귀하로부터 당사까지의 운송을 주선합니다. 당사는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본 제6.2조에 따라 경매물품을
수령합니다. 경매물품은 제8조에 따라 운송기간 동안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6.3 귀하가 당사에게 경매물품의 수령을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귀하와 당사간 서면으로 합의된 일자까지 제37조에
명시된 주소로 경매물품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매물품 운송에 대한 비용과 위험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매물품에 관해서도 당사가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손상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6.4 당사가 제7조에 따른 경매물품 수령에 필요한 서류나 면허를 귀하로부터 받지 못하여 경매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경매물품이 합의된 일자까지 수령 또는 인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경매물품에 대하여 제19조가 적용됩니다.
7. 서류와 면허
7.1 어떠한 경매물품에 관해서든, 귀하와 당사간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귀하는 권리증서, 수출입 서류, 허가증 그리고 면허
등을 포함하여 당사가 경매물품을 수령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 또는 요구되는 경매물품의 소유권, 판매, 수출 및/또는 수입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와 면허(이하 “서류와 면허”라 한다)를 귀하와 당사간 서면으로 합의된 일자까지, 귀하의 비용과 위험으로,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에게 경매물품 수령을 위한 운송의 주선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서면 요청에 따라,
운송업체가, 귀하의 부담과 위험 하에, 서류와 면허 취득을 지원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주선을 통해 일어나는
어떠한 책임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2 경매물품에 대한 서류와 면허가 합의된 일자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경매물품을 수령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제19
조가 적용됩니다.
8. 보험
8.1 귀하와 당사간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경매물품은 아래와 같이 당사 명의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i) 보험가액은 시기마다 상황을 고려한 당사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결정된 경매물품의 가치에 따릅니다.
(ii) 보험기간은 당사가 경매물품을 수령한 일자(당사가 제6.2조에 따라 경매물품을 수령한 경우) 또는 당사가 경매물품을 인수한 일자
(귀하가 제6.3조에 따라 경매물품을 배송한 경우)부터, 본 계약이나 경매약관에 따라 당사가 경매물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종료된 날과 경매기간 종료일을 포함하여 경매기간 종료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하 “보험기간”)이며 귀하는
위탁계약 상세내역에 기재된 보험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8.2 위 제8.1조에 따라 경매물품이 당사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귀하와 당사간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귀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2.1 귀하는, 당사가 경매물품을 수령한 일자(당사가 제6.2조에 따라 경매물품을 수령한 경우) 또는 당사가 경매물품을 인수한
일자(귀하가 제6.3조에 따라 경매물품을 배송한 경우)로부터 본 계약이나 경매약관에 따라 당사가 경매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의무가 종료된 날과 경매기간 종료일을 포함하여 경매기간 종료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당사가
만족할만한 경매물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증권을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8.2.2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당사 및/또는 당사의 이사, 임원, 직원 및/또는 대리인 (이하 “당사 면책 대상자”) 및/또는 낙찰자
(해당될 경우)에 대해 누군가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상관 없이 귀하는 당사 면책 대상자 및/또는 낙찰자
(해당될 경우)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당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당사 면책 대상자 및/또는 낙찰자(
해당될 경우)가 그러한 클레임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당사(당사 면책 대상자 및/또는 낙찰자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귀하의 면책 및 배상 의무는 당사 면책 대상자 및/또는 낙찰자(해당될 경우)의 부주의 또는 태만이
증명된 경우 또는 법적인 책임소재가 증명되지 않고 이러한 배상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귀하는 거래 보험업자에게 본
조항의 조건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9. 귀하의 진술
9.1 모든 경매물품에 대하여 귀하는 경매물품의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i) 귀하는 경매물품의 단독 소유자며, 제3자의 권리나 (저작권을 포함하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제한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ii) 본 계약과 경매약관의 체결 및 이행(경매물품의 소유 및 수입, 수출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에 있어 경매물품의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경매물품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며 (문화재 거래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3자가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것을 귀하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당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iii) 귀하는 귀하가 인지하고 있는 경매물품에 대한 중대한 변화 및 귀하가 인지하고 있고 제3자가 우려를 표한 경매물품의 소유, 상태
및 귀속에 관해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어떠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제9.1조 (i), (ii), (iii)의 보증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러한 경매물품에 대해서는 제19조가 적용되며, 이
경우 귀하는 제24조에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경매물품의 순판매대금(해당될 경우)을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9.2 제9.1조 상의 책임과 별도로, 제9.1조 (i), (ii), (iii)의 보증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귀하는 사실이 아닌 보증으로 인해 경매물품 또는
경매물품의 판매과정과 관련하여 당사에게 초래된 클레임과 지출된 비용을 전액, 요구 즉시, 당사(당사 및 낙찰자를 대신하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감정
당사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경매물품의 진위, 속성 및/또는 기타 질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 자체 연구
및 기타 절차를 경매 전 또는 후에 진행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따라 귀하가 지급하는 위탁행정수수료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당사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특별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당사는 그러한 결정 및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특별감정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특별감정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특별감정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경매물품에 대해서는 제19조가 적용됩니다.
11. 내정가
경매물품의 판매 이전에 귀하와 당사는 서면으로 경매물품의 내정가를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결정된 내정가는 귀하와 당사간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경매 전후를 불문하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내정가는 경매물품이 판매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귀하와 당사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매에서 경매가가 내정가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와 당사가 내정가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경매물품에 대해서는 제19조가 적용됩니다.
12. 추정가
경매물품에 대해 당사는 경매약관에 따라 당사에 의해 결정된 추정가를 경매도록 등에 제공합니다.
13. 마케팅
경매물품에 대해 당사는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경매약관에 따라 프리뷰(경매 전 전시)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으로 경매물품의 마케팅 및 판매 촉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4. 경매 진행
14.1 경매물품에 대해 귀하는 당사에게 경매물품을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를 통해 판매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4.2 경매물품에 대해 귀하는 당사에게 낙찰자에 대하여 가지는 (당사의 또는 귀하를 대신한) 권리를 집행하거나 경매약관에 따른
당사의 또는 귀하를 대신한 의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5. 경매 응찰
15.1 귀하는 경매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경매물품에 대해 내정가 이하로 응찰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경매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내정가 또는 그 이상으로 응찰하지 않습니다.
15.2 귀하는 위 제15.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물품에 대해 직접 응찰하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다른 이가 응찰토록 지시 또는
허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16. 경매 후 세일
경매물품의 응찰가가 내정가와 일치 또는 초과하지 못하여 경매물품이 유찰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당사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경매약관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으로 경매 후 세일(이하 “경매 후 세일”)에서 해당 경매물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7. 경매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
경매물품이 판매되기 전에 귀하 또는 당사가 당사의 경매물품 수령 시 알지 못했던 경매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당사자는 타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빨리 손실 또는 손상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귀하와 당사는 서면으로 (i)
경매물품을 귀하의 비용으로(단, 당사가 경매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당사가
복원 또는 수선한 후 경매에서 판매(귀하와 당사간 서면으로 합의되었다면 조정된 내정가에)하거나, (ii) 경매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던 지 간에 경매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따른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날 또는
계약을 종료하는 합의서에서 정한 계약 종료일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하는 합의서에는 해당 경매물품에 대해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명기합니다.
18. 귀하에 의한 철회
18.1 귀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경매물품을 경매에서 철회하거나 당사의 대리권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를 철회하거나 당사의 대리권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귀하는 즉시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를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18.2 귀하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수령하면 당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빨리 귀하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하여야 하고 본
계약은 제21조에 따라 당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가 된 날 또는 귀하와 당사간 서면에 의하여 합의된 다른 날짜에 종료됩니다.
이러한 계약 종료 통보에는 경매물품에 대해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명기합니다. 귀하의 철회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탁수수료와 구매수수료을 합한 금액(이하 “위탁철회비용”)을 제21조에 따른 합의된 손해배상금으로서 당사의 계약 종료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위탁수수료와 구매수수료을 계산하기 위한 낙찰가가 없다면,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의 평균(추정가가 있다면) 또는 내정가(추정가가 없다면)를 위탁철회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낙찰가로 간주합니다.).
19. 당사에 의한 철회
19.1 경매물품에 대하여:
19.1.1 당사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i) 경매에서 판매하기에 적절치 않은 물품으로 결정하는 경우;
(ii) 경매물품의 진위(진품으로 판매되기를 의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또는 판매와 관련된 불법가능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거나 분쟁의 위험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iii) 귀하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19.1.2 경매물품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명의, 이해관계, 소유 또는 관리에 관한 클레임에 대해 당사가 통지를 받거나 알게 되는
경우;
19.1.3 경매물품이 제6조에 따라 수령되거나 인수되지 않은 경우;
19.1.4 경매물품에 대한 관련 서류와 면허가 제7조에 따라 제공되지 않은 경우;
19.1.5 (i) 귀하가 제10조에서 명시된 특별감정을 이행하지 않도록 당사에게 지시하거나, 혹은
(ii) 제10조에 따른 당사에 대한 특별감정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또는
19.1.6 귀하와 당사가 제11조에 따라서 내정가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해당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 출품을 거부하거나, 해당 경매물품을 경매에서 철회하거나 또는 해당 경매물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그 판매를 취소하고 제19.2조에 기재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19.2 당사는:
19.2.1 경우에 따라 제19.1조 각호의 경우에도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해당 경매물품의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귀하는 이로 인해 당사 및 관련 낙찰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비용 또는 지출의 전부에 대하여 요구 즉시 당사 및 관련
낙찰자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19.2.2 경우에 따라 귀하에게 당사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위반 또는 분쟁의 회복 또는 해결을
하도록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다른 서면 약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이 지난 이후까지 이러한 위반 또는 분쟁이 회복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추가 통보 없이 서면으로 요구한 기간의 만료 즉시 종료됩니다.
19.2.3 해당 경매물품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서면 통보 일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서면 통보에 명기된 다른 일자에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 통보에는 귀하가 당사에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명기합니다.
19.3 당사는 본 제19조에 따른 거절 또는 철회의 결과로 인한 어떠한 이유나 방식으로 야기된 귀하의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제19조에 따라 매매가 취소된 경우 귀하는:
19.3.1 이러한 매매에 의하여 귀하에게 지급된 모든 순판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리고
19.3.2 그 결과로 인해 당사 면책 대상자 및/또는 낙찰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당사 및 당사 면책 대상자 및/또는
낙찰자를 대신하여) 당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가 제19.1.2조에 따른 클레임에 대하여 통지를 받거나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문제되고 있는 클레임이 당사에게 만족스럽게 해결 될 때까지 또는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경매물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20. 유찰된 경매물품
경
 매물품에 대한 응찰가가 내정가 또는 그 이상이 되지 않아 경매에서 유찰되거나 경매 후 세일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빨리 미판매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은 제21조에 따라 이와 같은 미판매 통지일 또는 통지에서
명시된 다른 일자에 종료됩니다. 이러한 서면 통지에는 종료일까지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명기합니다.
21. 기간 및 종료
2
 1.1 경매물품에 대해, 본 계약은
21.1.1 제14조, 제17조부터 제20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각 조항에 명기된 일자 또는
21.1.2 경매물품이 경매에서 판매되는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에 종료됩니다.
단
 ,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7조에서 제42조까지의 조항, 발생하였으나 귀하가 미지급한 수수료 및 이전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당 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 또는 기타 보상권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계약은 나머지 경매물품에 대하여 계속 유효합니다.
2
 1.2 제21.1조에 의하여 특정 경매물품에 대하여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하는:
(i) 본 계약이 제17조에 따라 경매물품의 당사 수령 후의 당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당 경매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로 인해 종료되고
해당 경매물품이 제8.1조에 따라 당사명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종료일부터 7일 내에 귀하에 통지된
수수료 및 제24조에 따른 순판매대금(해당될 경우)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ii) 제25조 조항의 준수를 전제로, 해당 경매물품 및 관련된 서류와 면허를 제21.5조에 따라 계약 종료 통보일 5일 이내(그리고
이러한 경매물품이 제20조에 따라 유찰된 경우에는 경매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에 당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합니다.
2
 1.3 본 계약이 제17조에 따라 경매물품의 당사 수령 후의 당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당 경매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로 인해 종료되고
해당 경매물품이 제8.1조에 따라 당사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경매물품 추정가의 낮은 금액에서 귀하에게 관련된
통지서를 통하여 통보된, 귀하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4 특정 경매물품에 대하여 본 계약이 제21.1.2조에 따라 종료되면 당사는 제24조에 따라 순판매대금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5 귀하는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유찰된 경매물품 그리고 관련 서류와 면허를 귀하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합니다. 제25.2조 조항의 준수를 전제로 그리고 귀하와 당사간 서면동의가 있다면 당사는 귀하의 책임과 비용으로 포장, 배송 그리고
경매물품의 운송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어떠한 사유에서든 포장 및/또는 운송기간 동안 경매물품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2. 회수되지 않은 경매물품
당
 사는 본 계약에 명기된 해당 회수기간이 만료된 후 어떠한 사유에서든 발생한 경매물품에 대한 모든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수기간 이후 경매물품은 당사의 창고로 옮겨 질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 경매물품의 반출을 거부하여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회수기간의 종료일부터 회수될 때까지 경매물품 당 1일
30,000원의 보관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3. 당사에 대한 지급
23.1 경매물품에 대해 귀하는 당사에 다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 본 계약서에 따른 위탁철회비용; 그리고
(ii) 위탁계약 상세내역에 기재된 특별감정수수료, 보험수수료, 운송수수료, 위탁행정수수료 그리고 기타 수수료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본 계약에 따라 당사에 발생되고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위탁철회비용과 함께, 이하에서는 “수수료”라 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A. 경매물품이 판매되었다면, 제24조에 따라 당사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순판매대금 산정 시에 차감되거나; 혹은
B
 . 어떠한 이유에서든 경매물품이 유찰되었다면, 본 계약에 명시된 일자, 혹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통지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해당 통지서에 지시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4. 귀하에 대한 지급
2
 4.1 본 계약 및/또는 경매약관에 따르고 준수하여, 경매물품이 경매에서 낙찰되었다면 당사는 낙찰가에서 위탁수수료와 본 계약에
따라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판매대금”)을 경매물품이 판매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15
영업일 정도에 지급합니다. 단 낙찰자가 경매약관에 따라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이하 “총대금”)의 지급이 지체된다면
순판매대금의 지급은 총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경매물품에 대해 낙찰자가 총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귀하에게 순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사는 낙찰자에게 총대금을 지급받을 모든 권리를 취득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당사는 낙찰자로부터 당사가 총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순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5. 지급 불이행
25.1 귀하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또는 순판매대금(해당될 경우)을 관련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월 2%의 연체이자가 관련 기일부터 미지급금액 및 연체이자가 모두 변제된 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누적됩니다.
2
 5.2 당사는 미지급금액과 모든 누적된 연체이자가 수령 될 때까지 미지급금액과 관련된 경매물품을 반출 또는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26. 통화 환전
귀
 하와 당사간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본 계약에 따른 지급은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에(스스로 및/
또는 당사 면책 대상자 및/또는 낙찰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또는 당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대한민국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귀하는 은행 수수료 및/또는 당사가 대한민국 원화(\)를 다른 통화로 환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환전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전은 지급일 또는 당사가 정하는 특정 일자의
서울외국환중개가 제공하는 원화 환율에 기반하여 당사가 결정하고 환율에 대한 당사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당사는 환율변동이나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7. 면책
귀
 하는 당사에 대하여 (i) 본 계약 및/또는 경매약관의 이행으로 인해 당사 면책 대상자에 발생된 모든 손실, (ii) 당사 면책 대상자가
상기 (i)항의 손실을 피하거나, 대응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이행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해 당사 면책 대상자가 입은 손실, 및/또는
(iii) 귀하가 본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당사 면책 대상자 중 누구든지 입은 모든 손실을 면책해 주어야 합니다.
28. 책임의 제한 및 보험
2
 8.1 당사는 본 계약 및/또는 경매약관에 따른 생산의 손실, 이익의 손실, 매출의 손실, 계약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청구권의 손실,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8.2 본 계약상의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매물품, 본 계약 및/또는 경매약관에 의한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이 당사
또는 귀하의 보험으로 보장되는 범위까지는 귀하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29. 사기
본
 계약 하에서 (i) 경매물품의 위탁, 경매의 수행 및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 당사의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기인되거나 관련된 사기, 사망 또는 부상; 및/또는 (ii) 법적으로 배제될 수 없는 범위의 책임에 대해, 당사의 책임은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30. 경매약관
귀
 하는 경매와 관련된 당사에 대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귀하에 대한 당사의 권리와 책임은 본 계약과 경매약관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인지합니다. 본 계약서와 경매약관 간에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경우 본 계약서 조항이 우선합니다.
31. 세금
본
 계약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은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든 아니든) 상품세, 용역세 또는 기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귀하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른 세율과 시점에 이와 같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당사는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당사에게 발생된 세금을 귀하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귀하에게 부과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2. 개인정보
3
 2.1 귀하는 경매물품의 위탁 및/또는 경매물품의 경매를 통한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3
 2.2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관되지만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경매약관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33. 비밀유지
3
 3.1 제32조 및 제33.2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i) 귀하와 당사는 각각 본 계약 체결(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하는 기타 계약)의 결과로 제공받거나 획득한 다음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유지하고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본 계약의 규정 및/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기타 계약서; 및/또는
(b) 본 계약(및 위와 같은 기타 계약서)과 관련된 협상내용.
3
 3.2 제33.1조는 정보의 공개나 사용을 다음의 경우에 금지하지 않습니다.
(i) 공개나 사용이 법령이나 규제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ii) 공개나 사용이 본 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
(iii) 공개나 사용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기타 합의서에 관한 사법 절차에서 요구되거나, 공개 당사자의 세무와
관련하여 세무 당국에게 공개되는 경우;
(iv) 공개가 당사자들의 전문 자문인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문 자문인들이 본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같이 제33.1조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질 경우;
(v) 정보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공개될 경우;
(vi) 상대 당사자가 공개나 사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 하였을 경우; 혹은
(vii) 정보가 공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개발된 경우,
단
 제33.2조 (i), (ii) 또는 (iii)에 따른 정보의 공개나 사용 전에 해당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이러한 요구에 대해 즉시 통지를
하여, 타방 당사자가 공개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개나 사용의 시점과 공개내용에 대한 동의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4. 양도 금지
귀
 하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5. 분리
본
 계약의 어떤 일부라도 법원에 의하여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부분은 무시되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유효하고 집행 가능합니다.
36. 전체 합의
본
 계약과 경매약관은 (계약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법에서는 묵시적으로 용인되는 사안들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 체결일 당시 귀하와
당사간의 본 계약과 경매약관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에 대한 전체 계약을 담고 있으며, 본 계약 및 경매약관에서 다뤄지는 사안에 대해
기존의 서면 혹은 구두 합의를 대체합니다. 귀하는 본 계약 및 경매약관에 명시적으로 삽입되지 않은 진술, 보장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본 계약 및 경매약관을 체결하도록 유도당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와
당사는 각각 본 계약 및 경매약관과 관련하여 규정되거나 제공된 진술, 보장 및 약정에 대한 각자의 유일한 권리 및 구제방법은, 기타
다른 권리 및 구제방법 (불법행위 및 법령에 의한 것 포함)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경매약관 내용의 위반에 국한되는 것임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37. 통지
3
 7.1 본 계약에 따른 귀하 또는 당사와 관련된 모든 공지, 요청, 클레임, 요구 및 기타 교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팩스(이후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또는 상대방의 답변으로 수신이 확인된 전자우편(이후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으로 귀하가 위탁계약 상세내역에 기재한 주소 또는 당사의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그리고 수신 시 정식으로 전달
또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케이옥션
서
 울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 (신사동 640-6) 아트타워 135-896
전
 화번호: (02) 3479-8888 팩스: (02) 3479-8800 전
 자우편주소: art@k-auction.com
3
 7.2 본 계약에 따른 경매물품의 당사에 대한 운송 또는 당사에 의한 수취는 제37.1조에 규정된 주소 또는 당사가 제37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주소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38.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귀하와 당사가 직접 또는 대리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39. 시간의 중요성
시
 간은 본 계약에 명시된 모든 일자, 시간, 기간 및 본 계약에 따라 또는 귀하와 당사의 서면 합의를 통해 대신할 수 있는 일자, 시간,
기간에 대해,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40. 영문본, 국문본 및 중문본
본
 계약의 영문본, 국문본 및 중문본 간에 모호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41. 포기
당
 사에 의하여 또는 당사를 대신하여 본 계약 상의 어떠한 요구사항 또는 권리의 포기도 귀하의 기타 나머지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당사가 본 계약상 당사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방법을 한번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하거나
당사가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허용해주는 것이 본 계약에 의한 당사자들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방법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당사가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42. 정본
본
 계약은 다수의 정본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모든 정본은 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문서로 간주됩니다. 모든 당사자는 어느 하나의
정본을 체결함으로써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3.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또는 관련된 모든 분쟁에 관한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고, 귀하는 위 관할합의에 대해 취소불가능한 동의를 하며, 당해 관할 법원이 재판지 또는 소송 절차에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인한 관할권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합니다.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의 기타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귀하는 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송달 또는 기타 서류의 제출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 또는 소가 제기된 곳의
관할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당사에 통지된 귀하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불가능한
동의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