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모니터 회원가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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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부동산R114에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세모니터업소 회원가입을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안내 드립니다.

접 속 경 로

STEP1.

① 부동산11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https://www.r114.com/)

② 오른쪽 상단 중개회원존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부동산R114 홈페이지 화면)

STEP2.

중개회원존 페이지에서 오른쪽 측면에 시세회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동산114



회원가입

STEP3.

① 시세회원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변경됩니다.

② 파란색 박스 안에 신규 시세 회원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4.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 해당주소로 접속도 가능합니다. (☞ https://toolbox.r114.net/sise/user/login.asp)

신규 시세모니터 회원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접 속 경 로



회원가입

STEP1.

신규 회 원 가 입

화면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2.

부동산R114 가 처음이신 분은 신규회원가입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은 중개회원 재가입을 선택해주세요.

가입조건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신규회원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회원가입

신규회원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3.

* 사업자등록번호 공란에 사장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기입해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하셨으면, 파일등록버튼을 눌러 사본을 등록해주세요.

(네이버에 매물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니다. 꼭 사진파일을 등록해주세요.)

상단에 신규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①

123 456 7890

123 456 7890

② 사업자등록증을 컴퓨터에 저장 후 등록해주세요.
(첨부하지 않으면 시세모니터업소 가입이 불가합니다.)

신규 회 원 가 입



회원가입

신규회원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4.

* 개설등록번호 공란에 중개업소 개설등록번호를 직접 기입해주세요.

가-1234567890

①

중개 업소 정보를 모두 직접 기입해주세요.

개설등록증을 컴퓨터에 저장 후 등록해주세요.
(첨부하지 않으면 시세모니터업소 가입이 불가합니다.)

신규 회 원 가 입

부동산R114 공인중개사

김부동



회원가입

신규회원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5.

* 주소 등록의 경우 우편번호 버튼을 눌러주세요. 

①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기입 후 올바른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②

③
중개업소에 상세주소를 직접 기입해주세요.

부동산R114 공인중개사 (서초동)

신규 회 원 가 입



회원가입

신규회원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6.

* 대표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를 꼭 기입해주세요.
(입력해주신 번호로 문자서비스 등 알림 서비스가 발송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02 580 7114

010 1234 5678

입력해주신 번호로 알림 서비스가 발송되니 정확한 번호 기입 부탁드립니다.

회원 계정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

r114

r11400!

r11400!

r114 r114.com

①

신규 회 원 가 입



회원가입

신규회원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7.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설등록 정보, 중개 업소 정보, 회원 계정 정보까지 모두입력을 완료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약관동의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모든 약관에 동의하시고 가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①

②

신규 회 원 가 입



회원가입

중개회원 재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1.

상단에 중개회원 재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①

②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누른 후 사장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23 456 7890

*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③

중개업소명 부동산R114 공인중개사
대표자명 김부동
대표전화번호 02-580-7114

④

⑤

중개회원 재가입



회원가입

중개회원 재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2.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완료하셨으면, 원본파일을 등록해주세요.

①사업자등록증을 컴퓨터에 저장 후 등록해주세요.
(첨부하지 않으면 시세모니터업소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개설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누른 후 사장님에 개설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②

중개회원 재가입



회원가입

중개회원 재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3.

* 개설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1234567890

* 개설등록번호 조회 후 정보가 맞으면, 선택 후 적용버튼을 눌러주세요.

중개업소명 부동산R114 공인중개사
대표자명 김부동
대표전화번호 02-580-7114

②

③

1234567890

①
*개설등록번호 조회가 안되시면 여기 클릭 후 신규회원가입 진행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신규회원가입으로 넘어갑니다.

중개회원 재가입



회원가입

중개회원 재가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STEP4.

① 개설등록증을 컴퓨터에 저장 후 등록해주세요.
(첨부하지 않으면 시세모니터업소 가입이 불가합니다.)

약관동의 확인 후 문제가 없으시면, 모든 약관 동의 후 가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①

②

중개회원 재가입

* 개설등록번호 조회를 완료하셨으면, 원본파일을 등록해주세요.



회원가입

가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지지정까지는 영업일 기준 5일정도 소요됩니다.

STEP1.

단 지 지 정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단지지정 대기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단지지정이 완료되면 기입해 주신 메일주소로 선정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아직 단지지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지지정이 완료되면 기입해 주신 메일주소로,
선정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 메일주소를 기입하지 않으셨다면 발송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

회원가입 및 단지지정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시세를 입력해주세요. 시세정보제공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 세 입 력

시세제공 관련 문의

매물등록 관련 문의

☎︎ 02) 580-7122
02) 580-7111

☎︎ 02) 525-5114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신규시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문의내역 > 문의하기

시 세 입 력

비 회원 R114 회원

※ 화면디자인의 경우 부동산R114에 상품을 이용하는 유료회원과 시세만 제공해주는 무료회원과 기능상의 이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못 찾으셨다면, 문의내용에 따라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문의사항
시세모니터업소 담당자 (☎︎ 02)580-7122 / 02)580-7111)

시세조사 안내사항 FAQ 참고

(r114.com에 매물등록 및 회원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 (☎ 02)525-511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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