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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개인이 중개행위를 위해 직거래형식으로 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하여 처벌대상이 됨.
본인 게시물 삭제는 공공아이핀 또는 실명인증(해당 게시판 글쓰기 클릭)후 가능합니다.
거래가 완료된 게시글은 개인정보가 노출될수 있으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중개업자가 아닌 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등)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
니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본인 게시물 삭제는 공공아이핀 또는 실명인증(해당 게시판 글쓰기 클릭)후 가능합니다.
거래가 완료된 게시글은 개인정보가 노출될수 있으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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