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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에 대하여

본 안내서는 매입 기관과 부동산 및 비즈니스 소유주의 

권리와 책임 및 NSW 부동산 총 감정관의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포함하여, NSW의 부동산 

매입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 매입의 경우 다소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매입 대상 부동산 소유주는 관련 매입 

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절차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정보를 구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는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 부동산 매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체적인 법률 자문 및 감정 평가, 

기타 적절한 전문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sw.gov.au/property-acquisitio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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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의 부동산 매입

NSW주는 여러 번화한 도시들과 
다양한 특성을 지닌 외곽 
지역이 어우러진, 번창하는 
많은 지역사회의 본거지입니다. 
또한 호주에서 가장 빠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41년까지 1천6십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인구 증가는 곧 지역사회의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더 많은 

학교, 병원, 도로 및 대중교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 시설에 수 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도로나 병원 건설 등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결정하면, 관련 기관에게 

최선의 경로나 장소를 찾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NSW주에서는, 주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 회사)이 공익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은 Land Acquisition (Just Terms 
Compensation) Act (토지매입법-공정한 조건의 
보상) 1991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하 토지매입법).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

주요 프로젝트 개발의 일환으로 보통 

지역사회와 자문을 시행합니다.

선호하는 설계, 경로 및 장소가 결정되면, 책임 

기관-매입 기관-은 프로젝트를 위해 매입해야 

하는 부동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면, 

매입 기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각 개인에게 보상 금액을 지급합니다.

귀하가 부동산 매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매입 기관에서 매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부동산 

모두를 직접 방문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부동산이 매입 

대상으로 파악되면, 매입 기관의 책임자가 귀하에게 연락을 

취해 대면 회의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해외 거주 

중인 경우와 같이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매입 기관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명한 

대리인과 만나거나 비디오 연결을 통해 만날 것입니다.

최초 회의 시 귀하의 매입 매니저는 매입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의 일부로 Commencement Letter  

(개시 서신, Opening Letter라고도 함)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서신은 귀하의 부동산이 공공 목적의 

매입 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에는 

매입 과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공공 목적을 위해 매입되는 
주택 소유주에게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매입 과정 동안 어떤 일이 생길 지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고 필요한 도움에 대해 
설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법률 자문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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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매입 지원팀이
이 모든 과정에서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귀하의 매입 지원팀

이 과정을 돕기 위해 매입 담당 기관은 개별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매입 지원팀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매입 지원팀은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입 지원팀에는 개인 매니저 

(Personal Manager), 매입 매니저 (Acquisition 

Manager), 몇몇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역 공간 매니저 

(Community Place Manager)가 포함됩니다.

매입 기관에서 이 매입 지원팀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개인 매니저

•	 귀하의 기본 연락처가 되며, 귀하와 가족들의 

필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귀하를 만나 귀하의 요구 조건, 주거지 이전에 대한 

필요사항 및 기대사항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	 귀하의 개인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주거지 이전에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입 매니저

•	 매입 과정 및 보상 금액 계산에 필요한 단계들,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변호사 및 감정 평가사, 기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	 독립적인 감정 평가사가 귀하의 부동산 

시장 가치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지시합니다

•	 감정평가사 간의 모든 회의를 준비하며 

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Letter of Offer (제안 서신) 및 매매계약서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지역 공간 매니저

지역 공간 매니저는 종종 대형 프로젝트에 

종사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위한 

핵심 연락처이자, 건설 공사 및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영향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 받기

부동산 매입 과정은 때로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NSW 정부는 

부동산 매입 지원 라인(Property Acquisition 

Support Line)을 통해 비밀보장이 되는 정신적 및 

정서적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부동산 소유주, 그들의 가족, 세입자, 상업용 부동산 및 

비즈니스 소유주,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해당합니다. 상담 세션은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프로젝트 팀이나 인수 기관과는 독립된,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와 사회 복지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부동산 매입 지원 라인을 이용하기 위해 의뢰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300 089 551로 전화하시면 

지원 팀원과 주 7일, 하루 24시간 통화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기능과 예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1300 029 146으로 전화하거나 

nsw.gov.au/property-acquisition을 방문하여 

부동산 매입 지원 라인 개요서 사본을 다운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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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매입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

귀하는 일반적으로 협상 기간이 언제 시작하는지 

표시된 Commencement Letter(개시 서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강제 매입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매입 기관과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는데 보통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협상은 강제 

매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이라 정의된 기간은 토지매입법에 의해 특정 

상황에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도, 매입 기관은 가능한 

한 귀하와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Commencement Letter, 또는 Opening 

Letter라고도 하는 개시 서신은:

•	 매입 기관 및 귀하의 매입 지원팀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매입 기관이 독립된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여 

귀하가 편리한 시간에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	 귀하가 또 다른 독립적인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평가할 것을 권장하며, 이 평가에 대해서는 매입 

기관이 대금 결제 (settlement)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입 기관은 귀하의 부동산 감정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매입 제안서를 제출하고 귀하와 협상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 서신은 귀하가 정부 매입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대금 결제시 귀하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독립된 자문 구하기

중요한 것은 귀하가 매입 과정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제공받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자신의 독립적인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적절한 평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 기관에서는 귀하가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목적으로 발생한 합리적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법률 및 부동산 감정평가 자문과 더불어, 같은 근거에 

의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가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자격이 된다면 받으실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매입 기관과 합의에 이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매입 지원팀과 대화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귀하는 개시 서신 
(Opening Letter)을
받은 이후로 매입 
기관과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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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 및 보상

매입 과정 동안, 매입 기관은 
독립적인 감정평가사에게 
귀하의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부동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매입 기관에서 독립적 감정평가사가 귀하의 부동산 

시장 가치를 결정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시장 가치란 

제안된 프로젝트나 공익을 위한 사안이 없었더라면, 

귀하가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로 판매했을 경우 받게 

되었을 가격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

•	 부동산 크기
•	 위치
•	 보수공사의 질
•	 구역
•	 해당 지역 내 최근 부동산 판매
•	 해충 및 건물 검사 보고서.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을 조사하고 토지매입법에 

의하여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평가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이 평가 

보고서는 매입 기관이 제시하는 보상 제안의 근거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포괄적인 문서입니다.

자체적인 감정평가 받기

독립적인 감정평가사와 변호사로부터 자체적인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귀하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평가를 

하면, 현 시장 상태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것을 확실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동폭이 클 경우, 귀하의 

감정평가사와 매입 기관의 감정평가사는 

합의를 준비할 때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매입 대금 지불 시 보상 금액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의 고용에 의해 발생한 

감정 평가 비용 요소가 포함됩니다.

회계사나 도시 계획사 혹은 측량사 등의 기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보상금에 이러한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요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귀하의 

매입 매니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매입 매니저와 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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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도달하기

제안 서신 (Letter of Offer)

귀하의 자체 감정 평가와 매입 기관의 감정 

평가가 완료되면, 매입 기관에서는 귀하의 

검토를 위한 제안 서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안 서신에는 매입 기관에서 제시하는 

귀하에게 지급될 보상 금액이 명시됩니다.

매입 제안은 매입 기관의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 및 

기타 받은 전문가의 조언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간을 내어 귀하의 자체적인 감정평가사 및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매입 제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 금액에 대한 협상 및 합의

귀하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평가 보고서가 완료되면, 매입 

기관에서 감정평가사 간의 보고서 교환을 준비할 것입니다.

귀하의 매입 매니저는 쌍방의 감정평가사가 만나서 

평가 결과 및 귀하가 받은 제안 서신을 논의하는 회의를 

마련하여, 보상에 대한 합의 혹은 최소한 평가 결과 

부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한 번 이상의 회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각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회의는 격식없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직접 면담 혹은 전화상이나 화상 회의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회의는 귀하의 부동산이나 혹은 

귀하가 편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Australian Valuers Institute(호주 

감정평가사협회)의 정식 회원 자격	
(준회원이나 학생회원은 제외), 혹은

•	 직업이 감정평가사라는 이유로 획득한 Australian 

Property Institute(호주 부동산협회)의 정식 

회원 자격(학생회원이나 임시회원은 제외), 또는

•	 공인 평가사 자격으로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왕립 공인 

측량사협회)의 정식 회원.

보상

귀하가 받을 수도 있는 보상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란 제안된 프로젝트나 공익을 위한 

사안이 없었더라면, 귀하가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로 판매했을 경우 받게 되었을 가격입니다.

특별 가치는 부동산이 시장 가치에 추가적인 

금전적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단절 보상금은 부동산 매입이 귀하의 부동산의 일부에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남아있는 부동산 부분의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방해에 대한 보상에는 다음 모두 혹은 

몇 가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합당한 법률 비용

•	 합당한 감정평가 비용

•	 합당한 이전 비용

•	 해당되는 경우 매입된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세 비용

•	 현 주택 융자를 취소하고 새로운 융자를 

받는데 소요되는 합당한 금전적 비용

•	 부동산 매입의 결과로, 실질적인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합당한 금전적 비용.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 거주지를 매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

•	 부동산에 대한 귀하의 지분

•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던 기간

•	 생길 수 있는 불편함

•	 매입 후에, 귀하가 부동산을 점유해온 기간 

혹은 점유하도록 허가 받았던 기간.

다른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은 같은 

부동산 소유주가 소유한 다른 인접 부동산 

혹은 공공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단절된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고려합니다.

귀하가 자체적인 부동산 
감정을 빨리 시작하면,
협상이 빠르게 시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시간이 더 넉넉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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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입 기관에서 귀하가 지출하거나 지출 계획이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자기부담 비용과 같은 귀하에게 

지급될 보상 패키지의 여러 측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귀하와의 회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또는 변호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귀하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귀하와 매입 기관에서 부동산 

양도 과정을 시작할 것 입니다. 이 과정은 매입 기관의 

변호사가 계약서를 준비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장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매입 기관에서 귀하가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낼 수 있도록 보상 금액을 선불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법적 계약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매입 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이전 지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금 결제일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결제일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주거지를 퇴거하는 날짜입니다.

귀하의 개인 매니저가 새로운 집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지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개인 

매니저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의해 보십시오.

합의 후 부동산 비우기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귀하의 

합의서에는 이를 위해 합의된 날짜가 포함됩니다.

모든 소유물들은 합의된 날짜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비워져야 합니다.

매입 기관은 부동산을 비우기로 합의한 

날짜에 해당 부동산을 점검하여 부동산이 

적절한 상태로 남겨졌는지 확인합니다.

귀하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 평가 보고서가 
준비되면, 귀하의 매입 
매니저가 감정평가사 
간에 보고서 교환을 
준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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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귀하와 매입 기관 간에 보상 금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토지매입법에 의거해 강제적으로 매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은 Valuer General(부동산 총 감정관)에 의해 결정되지만, 
최종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및 환경 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 매입 (Compulsory 
acquisition)

협상 기간 이후(보통 Opening Letter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 강제 매입의 첫 공식적 단계는 매입 기관이 

부동산 소유주에게 Proposed Acquisition Notice 

(매입 제안 통지, 이하 'PAN')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 통지서는 매입 기관이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90

일)이 지난 후 부동산의 지분(부동산 전체 매입 혹은 

그 지분이나 부동산의 일부)을 강제로 매입하겠다는 

의도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토지매입법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매입 제안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Section 

39 Claim for Compensation (토지매입법 39조 

보상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총 감정관이 귀하의 보상 결정을 할 때 고려하기를 

원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PAN을 받은 

후 최소 60일 이내에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십시오.

작성한 양식은 부동산 총 감정관이나 매입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청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며 부동산 총 감정관이 고려하기를 

바라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N이 발부되었어도, 매입 기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보상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매입 제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매입법 39조
보상청구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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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선불 보상금

귀하가 부동산 총 감정관의 보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 소송절차를 시작했다면, 귀하는 법원 

소송 시작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부동산 총 감정관이 

결정한 보상 금액의 90퍼센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불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선불 

보상금을 받는 것은 부동산 총 감정관의 결정에 대한 

귀하의 이의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선불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서 귀하가 부동산 총 감정관의 

보상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 기관에서는 매입 통지가 NSW 정부 관보
(Gazette)에 발표된 날부터 선불금이 지급된 날까지 

선불 보상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할 것입니다.

귀하가 선불금을 수락하지 않으면, 선불금과 

이자는 NSW 토지 및 환경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탁 계좌에 예치됩니다.

귀하가 부동산 총 감정관의
보상 통지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 NSW 토지 및
환경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있습니다.

The NSW Land and Environment 
Court (NSW 토지 및 환경 법원)

부동산 총 감정관이 결정하고 매입 기관이 제시한 

보상액에 만족하지 못한 이전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 및 환경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법에서는 보상통지를 받지 않았고 

보상청구가 거부(또는 거부된 것으로 간주)

된 자는 청구의 기각에 대하여 토지 및 환경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ec.justice.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이후에 어떻게 되나?

90일간의 통지 기간 내에 매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입 기관에서 매입 통지(Acquisition 

Notice)가 NSW 정부 관보(NSW Government 

Gazette)에 발표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이는 종종 

'Gazettal(부동산 정부 고시)'이라고 지칭됩니다.

부동산의 정부 고시(Gazettal)는 보통 PAN

에 명시된 기간이 끝난 후 가능한 한 즉시 그리고 

PAN 발부일로부터 120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매입 통지가 NSW 정부 관보에 발표된 날로부터, 

매입 기관이 부동산을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귀하의 지분은 부동산 

보상 권리로 전환됩니다.

그럼에도, 토지매입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불될 

때까지, 매입 기관이 특별히 조속한 퇴거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 한, 귀하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 매입 전에 귀하가 머물고 

있었다면) 현 부동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매입 매니저와 상의하십시오.

지불 보상 금액은 누가 결정하나?

부동산 정부 고시(Gazettal) 이후 부동산 총 감정관이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 (Valuer 

General)은 주정부 및 지역정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부동산 소유주나 매입 기관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은:

•	 토지매입법에 근거, 자체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	 귀하 및 매입 기관과 이야기하고 귀하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 혹은 귀하의 대리인과 만나 

부동산 평가에 관해 논의합니다

•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고려한 모든 

정보를 모든 관련된 당사자들과 공유합니다. 

이 정보에는 귀하와 매입 기관이 부동산 총 

감정관에게 제공한 정보, 그리고 부동산 총 

감정관이 직접 취득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귀하에게 지불하도록 제시할 보상금액 초안과 

보상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보여주는 

Preliminary Determination(예비 결정서)를 

발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총 감정관이 결정을 

확정하기 전에 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일 기준 10일의 기간이 허용됩니다

•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을 설명하는 

부동산 보고서를 포함한 보상 금액 결정서를 

귀하와 매입 기관에 발부합니다.

매입 기관에서는 귀하에게 부동산 총 감정관이 결정한 

보상 금액이 포함된 보상 통지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aluergeneral.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보상 통지 수락하기

보상 통지서에 동의하시면, Deed of Release 

and Indemnity(권리포기 및 보상증서)

를 작성하여 매입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매입 기관은 Deed of Release and Indemnity 

(권리포기 및 보상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내에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보상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상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NSW 

Land and Environment Court(NSW 주 토지 

및 환경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법원에서 반론을 듣고 지불할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상 통지가 발행된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 신청인으로서, 귀하가 

NSW 토지 및 환경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매입 

기관에 이의신청서 사본을 보내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주
택

 소
유

주
를

 위
한

 안
내

서
부

동
산

 매
입

16

17

http://lec.justice.nsw.gov
http://valuergeneral.nsw.gov


부동산 부분 매입

때로는 부동산 일부만 매입되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 
기관에서는 필요한 부분 매입에 대한 계획을 귀하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 매입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게 될 경계선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부분의 대략적인 규모와 면적에 대해서도 제시할 것입니다.

부동산 변경

부동산의 일부만 매입하는 경우, 매입 기관에서는 

귀하와 논의하여 진입로나 펜스와 같이 매입의 결과로 

생기게 될 부동산 변경사항에 대해 합의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분 매입으로 인해 서비스 및 공공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 건설 이전 또는 공사 중에 

매입 기관의 비용으로 이러한 작업들이 수행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계선이 재배치됩니다. 새 펜스가 필요한 경우, 

기존 펜스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동산 

변경사항을 설명하는 도안이 준비됩니다. 이 도안이 

합의되면, 매매 계약서가 있을 경우 계약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입 기관은 부동산 매입 제안 통지(Proposed 

Acquisition Notice, 이하 PAN)를 발행합니다. 

PAN 기간 동안, 귀하는 매입 기관과 계속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매입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귀하의 부동산 일부분이 강제 매입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부 공시 날짜에, 귀하의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의 소유권은 매입 기관으로 양도되며, 매입된 

부동산에 대한 귀하의 지분은 보상 청구로 전환됩니다.

부동산 전체 매입 요청하기

때로는 제안된 프로젝트에 일부만 필요하다 

할지라도, 귀하가 매입 기관에 부동산 전체를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매입 기관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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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협의 기간은 약 1-2주입니다 이 6개월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부동산 매입-알아야 할 것들

3 61 2주요 단계들 4 75 8

매입 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납니다

매입 지원팀은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귀하와 회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들은 매입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귀하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매입 제안서 받기

매입 기관의 평가가 완료되면, 매입 기관이 

Letter of Offer(제안서)를 드릴 것입니다.

매입 제안은 매입 기관의 감정평가 

보고서와 귀하와의 논의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하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대한 보상과 귀하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기타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기

이 단계에 이르면, 대개 감정평가사 간의 

평가 보고서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귀하의 매입 매니저는 직접 만나서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쌍방 감정평가사 및 

적합한 보상 금액 도출에 관여해온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각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평가의 

기반이 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한 번 이상의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상황에 따라, 6단계와 7단계에 

제시된 행동들은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 도달 및 주거지 이전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매입 

매니저가 법률 문서들을 준비해서 귀하 혹은 

귀하의 변호사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법률 문서 및 합의된 매입 완료 

날짜가 준비됩니다.

합의된 보상 금액이 지불되고 귀하는 

합의된 기간 내에 건물을 비워야합니다.

주거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개인 

매니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 기관에서 귀하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매입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지역사회 정보 세션 및 공공 

발표를 통해 귀하에게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매입 기관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매입 절차 내내 귀하를 안내하는 

개인 매니저가 지정됩니다.

귀하의 개인 매니저는 귀하와 대면 만남을 

하여 아래 사항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귀하의 부동산을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매입 지원팀을 소개합니다
•	 매입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Introductory Letter 

(개시 서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매니저가 귀하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또는 서신을 보내 드립니다.

Commencement Letter 
(개시 서신)를 받습니다

Opening Letter라고도 하며, 이 서신은:

•	 귀하의 권리 및 의무와 더불어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매입 기관이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의 

협상 기간 동안 합의에 의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	 매입 기관이 독립적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귀하의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준비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귀하 또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부동산 감정을 실행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장려합니다.

•	 부동산 보상 패키지의 일부로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법적 비용 및 부동산 

평가 비용이 지불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평가 보고서가 준비됩니다

독립적인 감정평가사가 귀하의 보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매입 기관을 대신하여 

귀하의 부동산을 평가할 것입니다.

귀하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감정평가사 역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에는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유형과 보상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 •	 매입 기관에 귀하의 자체적인 

평가를 제출합니다.

•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안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	 매입 기관의 제안을 고려하십시오.

•	 원할 경우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	 필요한 문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	 주거지 이전을 위해 매입 지원 

팀과 협력하십시오.

•	 프로젝트 정보에 대해 웹사이트, 

귀하의 우편함, 지역 신문 및 지역 

표지판을 확인하십시오.

•	 지역사회 정보 세션에 참석하십시오.

•	 개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십시오.

•	 질문 사항에 관한 목록을 작성합니다.

•	 인수 과정에 대해 개인 매니저와 상의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	 독립적인 감정평가사 및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할 지 매입 지원팀과 논의하십시오.

•	 주요 날짜 또는 질문을 기록해 두십시오.

•	 매입 지원팀과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독립적인 감정평가 및 법률 

서비스를 알아보고 이용합니다.

•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준비하십시오.

•	 회계사, 도시 계획자, 측량사 등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매입 

기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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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매입 지원팀이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언제라도 귀하의
매입 지원팀과
대화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용어 정의

매입 기관 (Acquiring authority)

토지 매입의 법적 권한을 가진 NSW 주정부 기관

합의에 의한 매입 (Acquisition by agreement)

부동산 소유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

매입 통지 (Acquisition Notice)

토지매입법 19조에 따라 NSW Government 

Gazette에 발표되며, 통지에 나와있는 부동산이 

강제 집행에 의해 매입됨을 선언하는 통지

매입 지원팀 (Acquisition support team)

매입 기관에서 부동산 매입 절차 내내 귀하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별 교육을 받은 지원팀

보상 청구 양식 (Claim for Compensation form) 

토지매입법 39조에 의거 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부동산 소유주가 작성해야 하는 양식

보상 통지 (Compensation Notice)

토지매입법 42조에 의거 매입 기관이	(부동산 총 

감정관의 결정에 따라) 제공하는 보상금액을 이전 

부동산 소유주에게 알리기 위한 서면 통지

강제 매입 (Compulsory acquisition)

NSW 정부 관보에 발표된 매입 통지에 

따라 부동산이 매입되는 절차

권리포기 및 보상 증서 
(Deed of Release and Indemnity)

합의된 보상만이 매입에 지급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임을 

확인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규정하는 법률 서한이며 

다른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동일한 지분과 관련해 보상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입 기관의 리스크를 다룸.

귀하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90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강제매입 - 알아야 할 것들

2 51주요 단계들 3 64 7

협상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매입 기관 간 협상을 지속하여 

PAN이 발부된 후에도 여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이 귀하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역할과 다음 단계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보상금 청구 양식은 귀하의 관심사가 

기록되도록 하며 부동산 총 감정관은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총 감정관을 

대신하여 귀하의 보상 금액 결정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실행할 것입니다.

예비 결정서 (Preliminary 
Determination)를 받습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귀하에게 예비 결정서를 보낼 것입니다.

예비 결정서에는 제안된 보상 금액과 

보상 결정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은 검토 및 피드백을 

받기 위해 귀하 및 매입 기관 모두에게 

예비 결정서를 보낼 것입니다.

보상 통지를 받습니다

평가 보고서가 마무리되면 부동산 총 감정관은 

귀하 및 매입 기관에 보상 결정문을 보낼 

것입니다. 이 결정문은 매입 기관이 귀하에게 

보상 통지를 발부할 때 필요합니다.

보상 통지에 동의하시면, 매입 기관에서 

귀하의 서명이 된 Deed of Release and 

Indemnity(권리포기 및 보상증서)를 수령한 

후 28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NSW 정부 관보에 매입 공지가 게시된 

날부터 지불일까지 계산된 보상에 

대한 이자가 귀하에게 지불됩니다.

보상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상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NSW 토지 

및 환경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 기관으로부터 보상 통지를 받은 후 90

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NSW 토지 및 환경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매입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Proposed 
Acquisition Notice(매입 
제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ommencement Letter 

(개시 서신)를 받은 후 최소 6개월 경과 후, 

매입 기관과 보상 금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입 제안 통지서(PAN)를 받게 

됩니다. 매입 기관은 또한 부동산 총 감정관에게 

PAN이 발급되었음을 알릴 것입니다.

귀하는 매입 기관이나 부동산 총 

감정관에게 귀하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PAN을 받은 후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기까지 최소 60일이 주어집니다.

귀하의 부동산이 
매입됩니다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매입 기관에서 강제로 귀하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입니다.

매입 기관에서 NSW Government 

Gazette(NSW 정부 관보)에 매입 통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정부 공시에 따라 부동산 

총 감정관이 귀하에게 지급할 보상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매입 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이 
보상을 결정합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은 독립적인 평가에 

따라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귀하 및 매입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동산 총 감정관은 보상을 결정하기 

전에 제공된 모든 평가 정보를 귀하 

및 매입 기관 모두와 공유합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 •	 감정 평가사의 예비 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고려해보고 피드백을 

제출하십시오. 이 피드백은 매입 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루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귀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1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	 매입 기관의 보상 통지서를 고려해 보십시오.

•	 보상 통지서에 동의하시면, Deed of 

Release and Indemnity(권리포기 

및 보상증서)를 작성하여 매입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	 보상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NSW 

Land and Environment Court(NSW 주 

토지 및 환경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늦게 

접수된 신청서를 수락할 수도 있습니다.

• nsw.gov.au/property-acquisition

에서 제공하는 Section 39 Claim for 

Compensation (토지매입법 39조 보상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여기에 부동산 

감정 평가사가 보상 금액 결정에 고려하길 

원하시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매입 기관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십시오.

•	 변호사와 매입 매니저로부터 부동산 강제 

매입 절차에 대한 자문을 구하십시오.

•	 편지에 안내된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	 감정 평가사가 요청하는 추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십시오.

•	 법률 자문 및 부동산 평가에 대한 자문을 

계속 구하십시오. 

•	 전체 평가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감정 

평가사가 귀하의 부동산을 조사하도록 

준비하십시오. 

•	 부동산 감정 평가사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부동산 총 감정관의 
결정은 매입 기관의 
제안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결정가는 더 
높거나, 더 낮거나,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피드백 보내기

대금 결제 기간 마지막에, 귀하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매입 과정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이 매입 과정의 지속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NSW 주정부를 대신해 시장 조사 회사에서 실시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유지되며 기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설문 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완료하는 데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sw.gov.au/property-acquisition을 참조하십시오

주
택

 소
유

주
를

 위
한

 안
내

서
부

동
산

 매
입

24

27

http://nsw.gov.au/property
http://nsw.gov.au/property


안내 서신 (Introductory Letter)

매입 기관에서 귀하의 부동산 전체 또는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제안을 알리는 첫 공식적인 연락

Land Acquisition (Just Terms Compensation) 
Act 1991 (토지 매입법, the Just Terms Act)

NSW주의 토지 매입에 대한 절차를 관할하고 보상 자격 

등을 정의하는 법. 이 안내서에서 토지매입법으로 불림.

NSW 정부 공식 관보 
(NSW Government Gazette)

매 주 발행되는 정부의 공식 관보로, 공식 성명, 명령, 선언 

그리고 통지가 legislation.nsw.gov.au에 고시됩니다.

NSW 토지 및 환경 법원 
(NSW Land and Environment Court)

정부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 총 감정관의 보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제기되는 보상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을 하는 권한을 지닌 NSW 특수 법원

개시 서신 (Commencement Letter 
또는 Opening Letter)

매입 기관에서 귀하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 6개월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매입 기관의 

편지. 이 편지에는 귀하의 매입 지원팀의 연락처와 

매입 과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비 결정문 (Preliminary Determination)

부동산 총 감정관이 발행하는 보고서로 보상 금액과 

결정 초안의 근거를 보여주는 결정문 초안

부동산 매입 제안 통지 
(Proposed Acquisition Notice, PAN)

토지매입법 11조에 의거, 강제적인 절차로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담은 통지

부동산 총 감정관 (Valuer General)

NSW 총독 (Governor)이 임명한 독립적인 법정 

공무원. 매입 기관과 소유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부동산 총 감정관이 매입 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보상 금액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보고서 (Valuation Report)

매입 기관이 제시하는 보상 제안의 근거를 

이루거나 부동산 총 감정관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포괄적인 문서.

연락처 및 서비스

NSW 부동산 매입 절차에 대한 개요는 nsw.gov.au/property-acquisition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센터 
(Centre for Property Acquisition)

NSW의 부동산 매입 절차를 감독하는 NSW 정부 기관.

nsw.gov.au/property-acquisition 

1300 029 146

호주 부동산협회 (Australian Property Institute)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 제공

api.org.au 

1800 111 274

호주 감정평가원 (Australian Valuers Institute)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 제공

valuersinstitute.com.au 

1300 748 506

왕립 측량사 협회 
(Royal Institute of Chartered Surveyors)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 제공

rics.org/oceania 

1300 737 657

NSW 법률 협회 (NSW Law Society)

변호사를 구하는데 대한 독립적 정보를 제공.

lawsociety.com.au 

02 9926 0333

NSW 정부 공식 관보 (NSW Government Gazette)

NSW 정부가 발행하는 통지를 공식적으로 발행

legislation.nsw.gov.au 

02 9321 3333

통번역 서비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전화상으로 통역 서비스 제공

tisnational.gov.au 

131 450

부동산 총 감정관 (Valuer General)

보상 청구를 독립적으로 결정

valuergeneral.nsw.gov.au 

1800 110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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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nsw.gov.au/property-acquisition/publications에서 
다른 언어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ervice(통번역 서비스) 131 450으로 
전화하셔서 Centre for Property Acquisition(부동산 
매입 센터)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nsw.gov.au/property-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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