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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혈압

UKR 전쟁

高 물가

高 금리
高 환율.

정치불안

북한 핵미사일?

일본과 중국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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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CPI

미국UER 

※NAIRU(자연실업률,5~6%)



1. 부동산시장 순환국면과 시장

Gap 투자시점



전국 중개사무소 6월 개업 건수는 1,249건, 휴.폐업 건
수는 1,22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폐업은 지난 5월
(727건) 대비 57.9%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거래 1건에 7900만원 챙기기도…요즘 공
인중개사 초호황 (‘21.07.07. 중앙일보)

‘22.4. 합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121,543 116.809 2,794 1,940



경기도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B씨는 3년간 함께
일했던 중개 보조원을 지난 5월 내보냈다. 올해 매매
거래 중개는 한 건도 못 했고, 전·월세 계약도 한 달에
한 건 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정이 많이 든 직원이었
지만, 월 기본급 50만원 주기도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역시 주택 거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업 중개사는
11만명 정도인데, 매매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탓
에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작년 1~5월 95건이 거래됐는데, 올해 같은 기간 거래
량은 26건뿐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 금융 위기 때보다 체감 경기가 나쁜
것 같다”며 “거의 모든 중개사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윤
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거
래량이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 2022.07.08 03:00



슈퍼와 편의점의 승자?



년간 매출액 구성 (업역)
매출액
(만원)

비율
(%)

1. 중개보수 ?

2. 매매업 /경.공매 ?

3. 컨설팅
(상가권리금 등)

?

4. 주택관리업무 ?

5. 대출중개 및 보험
중개 수수료

?

합 계 8,000 100

중개업의 매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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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공인중개업계 반발~!

서비스 강화 차원 VS 부동산 중개업 생존권 위협
전문가 “논란·우려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를 예고하자

중개업 영역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
강화 차원의 사업 추진이라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생존권
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방은 2021년 ‘직방 10주년 미디어데이’에서 ‘온택트파트너스’라
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 조회
에서부터 매매, 계약, 수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거래 성사시 직방과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또 다방도 부동산전자계약 서비스를 2021냔 10월에 출시하면서, 다
방싸인은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 ‘다방허브’에 전자계약 매물을 공
유하면, 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공인중개사 전용 앱 ‘다방프로’로 전
송해 다방 앱에 광고할 수 있다. 이어 ‘다방’ 앱에서 광고를 접한 사
용자는 희망 매물을 계약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부동산 플랫폼기업 행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단순 정
보 제공을 넘어 ‘직접 중개’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영세한 개인 공인
중개사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
라며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획득한 매물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중개시장에 진출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반발하였다.



무료, 반값, 정액제…



중개업역의 다각화, 차별화 실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키워드 ‘공유(共有)공간’과

중개업

1.‘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세컨드 하우스 선호 경향 / 도심지內나

View가 좋은 도시 근교 관광휴양입지
→ 토지가격 상승세~!

2.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멀티 홈) APT 
→ (주택법 제2조 제19호, 시행령 제9조)

3. 공유오피스 증가: wework, FASTFIVE,         

SPARK-PLUS, Regus, Rehoboth.. 등

4. 집중에서 분산 또는 소유에서 사용으로, 

코로나19 비대면 업무 증가로 →거점(분산)

오피스 유행中 → SKT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소위 ‘워크

애니웨어(Work Anywhere)’를 표방하면서

서울 을지로, 종로, 서대문과 경기 분당, 판교

등 5개 지역에 ‘거점 오피스’를 운영 중이다.

https://image.fmkorea.com/files/attach/new/20200726/486616/750056072/3006378264/c283d7c7739674befb0798ba88c57992.jpeg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말 영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전국 5개 지점에서 '외국인
일요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매주 일요일 10시 30분부터 15시30분까지 운영되며, 
모바일 웹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 내 '영업점 찾기'에서 '외국인영업점찾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개사무실 공유 (共有)- 시간, 장소, 전문업무…등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6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 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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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匙一飯
VS

各自圖生

捨名取實
VS

捨實取名

선택과 成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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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