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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란?

“ 중개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직방을 통해
집 주변 2km 이내에 위치한 모든 중개사무소에
쉽고 빠르게 방을 내놓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03

1.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란?

04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방 등록부터 계약까지 3단계를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STEP 1. 방 정보 중개사무소 공유

STEP 2. 신속한 중개 시작

STEP 3. 안전한 중개 거래

직방에 중개를 의뢰할 방 정보를 등록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직방에서 공유 받은 방 정보로 즉시

회원님이 내놓은 방에 대한 세입자의 문의 및 방문 약속,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회원님의 방 정보는 주변 2km

중개를 시작합니다.

계약은 모두 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이내에 위치한 모든 중개사무소에게 공유됩니다.

법정 중개보수가 발생됩니다.
※ 법정 중개보수 이외에 직방에 지불하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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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
PC 버전

2. 방 등록 - PC 버전

06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 서비스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중개사무소에 방내놓는 방법
1

로그인 후, 원룸·투룸에서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를 클릭해주세요.

2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무료로 최대 방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 중개를 시작한 중개사가 매물 등록 시, 등록일로부터 30일 후에 자동종료됩니다.

잠깐! 본격적인 방 등록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주거용 전월세 매물만 등록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매물은 등록 불가합니다.
: 매매, 분양, 장기전세/고시텔, 원룸텔, 셰어하우스, 하숙,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소, 아파트 등
- 중개사무소에서는 방 내놓기 서비스 이용 불가합니다. 적발 시 직방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 방 등록 - PC 버전

07

방의 위치 정보(주소/번지/나머지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지도에서는 해당 방의 위치를 잘 가리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 방 위치 지정
1
1

등록하려는 매물의 주소를 검색하여 리스트에서 선택해주세요.
(읍/면/동)으로 검색한 후, 반드시 리스트에서 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임의로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2

등록하려는 매물의 상세주소(번지)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위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도에 자동으로 매물의 위치가 지정됩니다.
상세주소(번지)는 방 정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주소와 지도에서의 매물 위치가 맞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등록하려는 매물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등록하려는 매물의 상세주소(나머지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상세주소(나머지주소)는 방 정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방 등록 - P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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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반드시 방 내부사진을 포함하여 5장 이상의 직접 찍은 실제 사진으로 등록해주세요.

3. 사진 등록
1

1

직접 찍은 실제 매물 사진의 원본을 등록해주세요.
사진은 최소 5장에서 최대 15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b

a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로 사진을 끌어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b

한꺼번에 여러 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c

등록된 사진들은 마우스로 끌어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d

X 버튼을 눌러 등록한 사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jpg, jpeg, png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잠깐! 아래와 같은 사진 등록 시, 중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촬영한 원본 사진이 아닌 수정하거나 캡쳐한 사진인 경우
- 워터마크, 날짜,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진인 경우

c

- 방의 내부 사진이 없거나 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인 경우
- 여러 방의 사진이 짜집기 되어 있는 경우

d

X

2. 방 등록 - P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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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상세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실제 정보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은 검수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4-1. 상세정보 입력
1
1

2

매물의 가격(보증금/월세)를 입력해주세요.
- 매물의 가격을 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 연세(사글세)인 경우, 연세를 12로 나눈 값을 월세에 입력하고
방 상세설명에 매물의 가격이 연세(사글세)임을 꼭 기재해주세요.
- 무보증일 경우, 보증금에 한달 월세를 입력해주세요.
- 전세일 경우, 월세에 0으로 입력해주세요.

2

매물의 정보(방구조/관리비/크기)를 입력해주세요.
- 매물의 구조를 선택해주세요. (원룸/투룸/쓰리룸)
- 관리비는 만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는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를 말하며 기본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로 납부하는 관리비는 포함항목에서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ex) 기본 관리비가 5만원이고 전기세, 수도,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비에 “5”를 입력하고 포함항목에서 전기세, 수도, 인터넷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체크 해제

- 관리비가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해주세요.
관리비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허위매물로 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물의 크기(전용면적)를 입력해주세요.

2. 방 등록 - P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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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상세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실제 정보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은 검수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4-2. 상세정보 입력
1

매물의 정보(층수/방향/옵션)를 입력해주세요.
- 매물의 층수를 선택해주세요. 해당 층이 건물 층 수보다 클 수 없습니다.
- 매물의 방향을 선택해주세요.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필요’를 선택해주시고
확인 후에 다시 정보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 매물의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방을 구하는 이용자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
자세히 확인하고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2

매물의 정보(전세대출/반려동물/주차/엘레베이터)의 가능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2. 방 등록 - P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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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상세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4-3. 상세정보 입력
1
1

매물의 정보(입주가능일/제목/상세설명)를 입력해주세요.
- 입주가능일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제목만으로 방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ex) 역에서 5분거리, 풀옵션 신축빌라, 즉시 입주 가능 등
- 상세설명에는 방 정보를 최소 50자 이상 입력해주세요. 방의 위치와 교통, 주변 편의시설,
건물이나 주차장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아래와 같은 내용 등록 시, 중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 방과 전혀 관련 없거나 다른 방 유도성 문구를 기재한 경우
- 직거래 유도성 문구를 기재한 경우

2

중개사에게 남기는 메세지를 입력해주세요.
매물을 담당할 중개사에게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중개사님께 바로 전달됩니다.

2. 방 등록 - P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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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상세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4-3. 상세정보 입력
1

매물을 등록하고 있는 회원님이 누구인지 말씀해주세요.
해당 매물의 주인일 경우에는 ‘네, 집주인입니다’를, 세입자인 경우에는 ‘아니오, 세입자입니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2

방 내놓기 버튼을 클릭하면 방 등록이 완료됩니다.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매물의 중개를 종료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방 내놓기를 클릭해주세요.

1

2

2. 방 관리 - P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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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에서 추가로 매물을 더 등록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방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방 상태 확인
1

로그인 후, 원룸·투룸에서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를 클릭해주세요.

2

각 매물 대표이미지에 붙어있는 라벨로 매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중

1
2

현재 주변 2km이내에 있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중개중인 매물입니다.

확인중
직방에서 등록한 매물의 정보에 대해 검수 중인 매물입니다.

중개종료
거래가 완료되어 중개가 종료된 매물입니다.

수정필요
등록한 매물의 정보가 직방의 매물 등록 정책과 맞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하여 검수 반려된 매물입니다.

임시저장
어떤 상황에 의해 방 등록이 중단되어 입력한 부분까지 자동 저장된 매물입니다.

2. 방 관리 - PC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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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에서 등록된 방들의 중개를 종료하거나, 삭제 처리하거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방 상태 변경

2

1

로그인 후, 원룸·투룸에서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를 클릭해주세요.

2

각 매물 우측에 붙어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매물의 현재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 내리기

1

중개중/확인중인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중개중인 매물의 중개를 종료하거나
확인중인 매물의 확인요청을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삭제하기
중개종료/수정필요/임시저장된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매물의 정보를 내역에서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수정 후 방 내놓기
중개종료/수정필요한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매물의 정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직방 매물관리팀에 다시 검수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계속 작성하기
임시저장된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해당 매물의 등록을 마무리하여
직방 매물관리팀에 검수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15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
모바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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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 서비스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중개사무소에 방내놓는 방법
1

로그인 후,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를 클릭해주세요.

2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무료로 최대 방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중개를 시작한 중개사가 매물 등록 시, 등록일로부터 30일 후에 자동종료됩니다.

잠깐! 본격적인 방 등록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주거용 전월세 매물만 등록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매물은 등록 불가합니다.
: 매매, 분양, 장기전세/고시텔, 원룸텔, 셰어하우스, 하숙,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소, 아파트 등
- 중개사무소에서는 방 내놓기 서비스 이용 불가합니다. 적발 시 직방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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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위치 정보(주소/번지/나머지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지도에서는 해당 방의 위치를 잘 가리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1. 방 위치 지정
1

주소 아래 빈칸을 클릭해주세요.

2

등록하려는 매물의 주소를 검색해주세요.

2
1

- 주소로 검색 시에는 (읍/면/동)으로 검색해주세요. ex) 자곡동, 동읍리, 고생면
- 아파트나 오피스텔명으로 검색 시에는 동이름과 단지명을 함께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3

더 쉽고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 행당동 두산위브, 계산동 하이베라스

3

등록하려는 매물을 리스트에서 선택해주세요.
(읍/면/동)으로 검색한 후, 반드시 리스트에서 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고 임의로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지번주소로 매물을 등록하기 원하시면 지번주소 리스트에서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 건물로 매물을 등록하기 원하시면 건물 리스트에서 원하는 건물을 선택해주세요.

4. 방 등록 - 모바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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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위치 정보(주소/번지/나머지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지도에서는 해당 방의 위치를 잘 가리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2-2. 방 위치 지정
1

등록하려는 매물의 상세주소(번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상세주소(번지)는 방 정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리)가 있는 경우, (리)도 입력해주세요.

2

등록하려는 매물의 상세주소(추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상세주소(나머지주소)는 방 정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1

건물 명이나 동/호수 정보를 자세하게 입력해주세요.

2

3

위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도에 자동으로 매물의 위치가 지정됩니다.
- 입력한 주소와 지도에서의 매물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3

- 중개사무소 목록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등록하려는 매물 주변에 있는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4

4

위치 등록을 완료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사진 등록 단계로 이동합니다.

4. 방 등록 - 모바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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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반드시 방 내부사진을 포함하여 5장 이상의 직접 찍은 실제 사진으로 등록해주세요.

3. 사진 등록
1

직접 찍은 실제 매물 사진의 원본을 등록해주세요.
사진은 최소 5장에서 최대 15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a

a

+버튼을 클릭하고 사진촬영을 클릭하여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릴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앨범에서 선택을 클릭하여 모바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b

2

b

등록된 사진을 클릭하고 삭제하기를 클릭하여 등록된 사진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진은 jpg, jpeg, png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사진 등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정보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잠깐! 아래와 같은 사진 등록 시, 중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촬영한 원본 사진이 아닌 수정하거나 캡쳐한 사진인 경우
- 워터마크, 날짜,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진인 경우

2

- 방의 내부 사진이 없거나 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인 경우
- 여러 방의 사진이 짜집기 되어 있는 경우

4. 방 등록 - 모바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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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상세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실제 정보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은 검수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4-1. 상세정보 입력
1

3

매물의 가격(보증금/월세)를 입력해주세요.
- 매물의 가격을 만원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1

- 연세(사글세)인 경우, 연세를 12로 나눈 값을 월세에 입력하고
방 상세설명에 매물의 가격이 연세(사글세)임을 꼭 기재해주세요.
- 무보증일 경우, 보증금에 한달 월세를 입력해주세요.
- 전세일 경우, 월세에 0으로 입력해주세요.

2

2

매물의 정보(관리비/포함항목)를 입력해주세요.
- 관리비는 만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는 관리비는 기본 관리비를 말하며 기본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로 납부하는 관리비는 포함항목에서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ex) 기본 관리비가 5만원이고 전기세, 수도,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비에 “5”를 입력하고 포함항목에서 전기세, 수도, 인터넷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체크 해제

- 관리비가 없는 경우, 0으로 입력해주세요.
관리비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허위매물로 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비 포함항목을 체크해주세요. 방을 구하는 이용자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
자세히 확인하고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매물의 정보(층수/방향/방구조)를 입력해주세요.
- 매물의 층수를 선택해주세요. 해당 층이 건물 층 수보다 클 수 없습니다.
- 매물의 방향을 선택해주세요.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필요’를 선택해주시고
확인 후에 다시 정보를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 매물의 구조를 선택해주세요. (원룸/투룸/쓰리룸)

4. 방 등록 - 모바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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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상세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4-2. 상세정보 입력
1

1

매물의 정보(크기/옵션)를 입력해주세요.
- 매물의 크기(전용면적)를 입력해주세요.
- 매물의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방을 구하는 이용자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
자세히 확인하고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2

매물의 정보(반려동물/엘리베이터/주차/전세대출)의 가능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3

매물의 정보(입주가능일/제목/상세설명)를 입력해주세요.
- 입주가능일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제목만으로 방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ex) 역에서 5분거리, 풀옵션 신축빌라, 즉시 입주 가능 등
- 상세설명에는 방 정보를 최소 50자 이상 입력해주세요. 방의 위치와 교통, 주변 편의시설,
건물이나 주차장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잠깐! 아래와 같은 내용 등록 시, 중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방과 전혀 관련 없거나 다른 방 유도성 문구를 기재한 경우
- 직거래 유도성 문구를 기재한 경우

4. 방 등록 - 모바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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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상세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실제 정보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은 검수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4-3. 상세정보 입력
1

매물을 등록하고 있는 회원님이 누구인지 말씀해주세요.
해당 매물의 주인일 경우에는 ‘네, 집주인입니다’를, 세입자인 경우에는 ‘아니오, 세입자입니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
2

중개사에게 남기는 메세지를 입력해주세요.
매물을 담당할 중개사에게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중개사님께 바로 전달됩니다.

3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방 등록이 완료됩니다.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매물의 중개를 종료하고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방 내놓기를 클릭해주세요.

2

3

5. 방 관리 - 모바일 버전

23

로그인 후,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에서 추가로 매물을 더 등록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방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방 상태 확인
1

1

각 매물 대표이미지에 붙어있는 라벨로 매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중
현재 주변 2km이내에 있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중개중인 매물입니다.

확인중
직방에서 등록한 매물의 정보에 대해 검수 중인 매물입니다.

중개종료
거래가 완료되어 중개가 종료된 매물입니다.

수정필요
등록한 매물의 정보가 직방의 매물 등록 정책과 맞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하여 검수 반려된 매물입니다.

임시저장
어떤 상황에 의해 방 등록이 중단되어 입력한 부분까지 자동 저장된 매물입니다.

5. 방 관리 - 모바일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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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에서 등록된 방들의 중개를 종료하거나, 삭제 처리하거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방 상태 변경
1

각 매물 하단에 붙어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매물의 현재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목록 보기
중개중/확인중인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주변 2km이내에 있는 모든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1

방 내리기
중개중/확인중인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중개중인 매물의 중개를 종료하거나,
확인중인 매물의 확인요청을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삭제하기
중개종료/수정필요/임시저장된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매물의 정보를 내역에서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수정 후 방 내놓기
중개종료/수정필요한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매물의 정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직방 매물관리팀에 다시 검수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계속 작성하기
임시저장된 매물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해당 매물의 등록을 마무리하여
직방 매물관리팀에 검수를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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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방 내놓기·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문의: cs@zigb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