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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

이 윤 상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인가(제134호) 사단법인입니다. 

우리협회는 설립인가 이후 지난 1년간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활동,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및 지원활동, 회원사 지원·홍보, 및 권익

보호, 그밖에 공공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창립 1주

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이 담긴 뜻 깊은 백서를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

각합니다.  

2020년 우리협회는 부동산마케팅업의 선진화와 분양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설립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협회 교육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협회 교육센터에서

는 분양상담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생애주기 기반의 직무교육과 

함께 분양상담사 경력관리 및 구인구직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부터는 정부의 주택공급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협회 청약업

무편람을 제작예정이며, 공신력 있는 분양시장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공유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협회는 부동산분양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발

굴·건의를 통해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건전화와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아

울러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및 부동산 분양서비스 산업의 위상강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 장    이  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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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 협회개요
· 조직도
· 발기인 명단 
· 협회임원 현황
· 사무국
· 회원사 현황
· 연혁 (2019-2020)
· 분과위원회 

협회현황



071. 협회현황

01

구  분 내  용

협  회  명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      장 이 윤 상 

설      립 2019년 5월 16일 ( 국토교통부 설립허가 제134호) 

설립목적

주택법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식산업단지 분양대행 등 부동산마케팅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극복과 제도 개선 및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

협회현황

총 회

이사회

사무국

회 장

감 사

정책제도개선 
분과위원회

홍보분과
위원회

교육사업분과
분과위원회

회원조직강화
분과위원회

협회개요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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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이윤상 대표

㈜CLK
장영호 대표

㈜도우아이앤디
성정욱 대표

㈜엠비앤홀딩스
심현태 대표

㈜미래인
황근호 대표

㈜건물과사람들
최창욱 대표

㈜상림디엠텍
임민섭 대표

㈜신림씨앤디
박형남 대표

㈜삼일산업
김선관 대표

㈜유앤아이
김민욱 대표

㈜컬리넌홀딩스
소효근 대표

㈜마켓리더
김용철 대표

㈜한아름기획
강주택 대표

㈜세원미
조규범 대표

㈜니소스씨앤디
고승일 대표

㈜프런티어마루
김한모 대표

㈜미드미네트웍스
이월무 대표

㈜디엔씨민은
양영환 대표

㈜C&A개발
정명숙 대표

㈜트리플건설
최기만 대표

㈜태풍씨앤디
강창록 대표

㈜원포올디앤씨
조정훈 대표

㈜국진하우징
김국진 대표

㈜팜파트너스
노필성 대표

㈜열림개발
임금택 대표

㈜비에스글로벌
손병석 대표

㈜알이파트너
김창환 대표

㈜산하이앤씨
최성욱 대표

㈜에이치와이
채영식 대표

㈜세이노
김병주 대표

㈜더감
김진현 대표

㈜코이디에스
이영목 대표

㈜훈민정음
허용근 대표

㈜터존
박선주 대표

㈜아마존건설
채훈 대표

㈜하이랜드
김동기 대표

구  분 성  명 소  속

회   장 이 윤 상 ㈜유성

부회장 장 영 호 ㈜CLK

이   사 심 현 태 ㈜엠비앤홀딩스

이   사 황 근 호 ㈜미래인

이   사 최 창 욱 ㈜건물과사람들

이   사 고 승 일 ㈜니소스씨앤디

이   사 이 월 무 ㈜미드미네트웍스

이   사 조 정 훈 ㈜원포올디앤씨

이   사 김 국 진 ㈜국진하우징

이   사 김 진 현 ㈜더감

이   사 손 병 석 ㈜비에스글로벌

이   사 윤 점 식 ㈜한아름

이   사 허 용 근 ㈜훈민정음

감   사 김 선 관 ㈜삼일산업

구  분 담당자 업  무

사무국장 박영필 � 사무국 업무총괄 

정책팀 황정현
� 협회 사업기획 및 개발

� 총회 및 이사회개최 / 정관 제개정

� 국토부 연락업무

총무팀 정재희

� 예산결산 업무

� 협회인장 관리 

� 회비징수-회원사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업무

교육팀 조준환
� 교육센터 운영 및 종사자교육

� 정책·제도개선 기획

� 정부사업 위탁, 용역과제 연구

발기인 명단 협회 임원현황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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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서건타워 10층
031-701-2513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1813호
02-522-4488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8, 동아타워 4층
02-523-5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706호
031-726-300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506, 아르누보시티 1801호
02-489-313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9, SM빌딩 7층
02-588-611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0층
02-3486-1006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0, 강남역푸르지오시티 2층
02-3474-500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료27길 7-12, 범아빌딩 601호
02-572-23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하남테크노밸리 U1 C동 1111호
02-842-7773

㈜유성

㈜도우아이앤디

㈜미래인

㈜상림디엠텍

㈜삼일산업

㈜CLK

㈜엠비앤홀딩스

㈜건물과사람들

㈜신림씨앤디

㈜유앤아이디벨롭먼트

신 종 선대표자

성 정 욱대표자

정 주 영대표자

임 민 섭대표자

김 선 관대표자

장 영 호대표자

심 현 태대표자

최 창 욱대표자

박 형 남대표자

김 준 혁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판교우림W-city 610호
02-598-4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로드랜드EZ타워 705호
031-719-39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A동 2704호 

031-716-672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3 서진빌딩 3층
02-521-3628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보정빌딩 503호
02-596-86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8 파크뷰 2005, 2006호
031-781-718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대림아크로빌 C-2315, 2209호
02-557-001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동양애니메이션빌딩 3층
02-3447-480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3 MJL빌딩 7층
02-514-3557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1020  헤센스마트 L209호
032-715-7270

㈜컬리넌홀딩스

㈜한아름

㈜니소스씨앤디

㈜미드미네트웍스

㈜C&A개발

㈜마켓리더

㈜세원미

㈜프런티어마루

㈜디엔씨민은

㈜트리플건설

소 효 근대표자

강 주 택대표자

고 승 일대표자

이 월 무대표자

정 명 숙대표자

김 용 철대표자

조 규 범대표자

유 재 석대표자

양 영 환대표자

최 기 만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회원사 현황 (2020년 6월 15일 기준, 회원사 가입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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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7 파라다이스오피스텔 1608호
02-323-296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 분당하우스토리 203호
031-715-1154

층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남향빌딩 4층
02-866-090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102호
02-553-864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1 W타워 12층
02-2659-051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551 프라자654빌딩 9층
02-3452-2989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5길 28 지산빌딩 4층
02-533-94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대림아크로타워 B동 504호
031-478-91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세원빌딩 10층
02-586-5400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2209호
02-838-2444

㈜태풍씨앤디

㈜국진하우징

㈜열림개발

㈜알이파트너

㈜에이치와이마케팅그룹

㈜원포올디앤씨

㈜팜파트너스

㈜비에스글로벌

㈜산하이앤씨

㈜세이노

강 창 록 대표자

김 국 진대표자

임 금 택대표자

김 창 환 대표자

채 영 식대표자

조 정 훈대표자

노 필 성대표자

손 병 석대표자

최 성 욱대표자

김 병 주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9 부림빌딩 2층
02-546-263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83번길 24-6, 2층
02-401-556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대로 381 두산베어스텔 605호
02-587-3400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83 삼호물산빌딩 A동 2층
02-2105-6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 SK허브 C-803
070-7519-4334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선유도1차 아이에스비즈타워 304호
02-6968-1112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42 갑목빌딩 601호
02-2055-004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9 동양빌딩 2102호
062-956-10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2, 914호
1599-9493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지니스파크 C동 302호
02-588-4858

㈜더감

㈜훈민정음디엔씨

㈜아마존건설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유당디앤씨

㈜코이디에스

터존㈜

㈜하이랜드

라임㈜ 

㈜씨앤디플래닝

김 진 현대표자

허 용 근대표자

서 성 필대표자

최 종 성대표자

박 창 권대표자

이 영 목대표자

박 선 주대표자

김 동 기대표자

임 성 환대표자

조 세 윤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감정평가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0151. 협회현황2020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백서014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B동 1501호
02-3452-1800

한국에셋개발㈜

이 재 성대표자

업    종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93 보령빌딩 3층 348호
010-4084-5142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B동 1318호~1323호
02-6022-8793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19, 4층 417호 한화오벨리스크
02-6317-3773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40
041-551-8911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B동 2011호
031-711-32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4, 4층
031-8016-994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45-41
031-286-78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삼성테크노타워 307호
1522-9432

CRT마케팅㈜ 

㈜와이낫플래닝

㈜다원인포메이션

㈜대륜디앤씨

㈜해안

㈜로뎀에이앤디

㈜우원애드

㈜혁본

박 경 동대표자

박 찬 주대표자

김 정 훈대표자

조 운 호대표자

이 채 관대표자

손 정 걸대표자

이 혜 영대표자

이  혁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분양대행

분양대행

광고, 홍보

분양대행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37 필프라자 903-브이2호
031-374-4483

㈜더조은엠앤씨

김 대 성대표자

분양대행업    종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177번길 21, 801호~803호
032-324-7002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3번길 52 래미안프라자 503
031-982-7020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47 잔양빌딩 7층 서관
02-6223-5557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6-3 동탄역메가비즈타워 C동 306호
031-8003-261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15 다아이타워 1685호
02-2088-8386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2, 102동 503호
02-575-3631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2길 32 동탄신도시 1층
031-613-2206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9 서초월드빌딩 1811호
070-4736-500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21 다산블루웨일 1차 
지식산업센터 319호
031-555-2126

더오름㈜

㈜드림플러스씨앤디㈜더피알커뮤니케이션

㈜리츠

㈜에스앤제이플랜

㈜영우디앤씨 ㈜케이웍스플랜

㈜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와이씨씨

김 태 인대표자

문 만 섭대표자이 성 규대표자

정 희 창대표자

손 상 기대표자

조 민호대표자 김 일 중대표자

김 병 수대표자

최 영 창 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광고, 홍보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광고, 홍보

분양대행

업    종

업    종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95
1566-3810

㈜한맥씨앤디

김 도 현대표자

분양대행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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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리길 11, 103호
041-563-2223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70 그레이스힐 B113호
1566-128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현대오피스텔 1723호
02-707-344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05, 3층
070-8876-1000

강남구 논현로 164길26 성호빌딩 4, 5층
02-556-8957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11 정현대지식산업센터1-1 비-204호
02-592-76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8 하임빌로데오 507-70호
02-706-99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폴라리스빌딩 703호
031-714-1221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612번길 10-12 청라프라자2 403호
031-444-0909

서울시 종로구 종로66가길 28-7 성일빌딩 310호

㈜부맥

㈜태성피앤씨

㈜문원디앤씨

BK C&D 

㈜애드파워

㈜앰게이츠

㈜엔터렘

㈜유티파트너스

㈜투비홀딩스

㈜케이엔엘

조 도 현대표자

맹 동 호 대표자

장 순 영대표자

문 병 국대표자

천 연 재대표자

신 건 우대표자

정 남 훈대표자

백 석 교대표자

박 종 수대표자

김 명 선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광고대행

분양대행

광고, 홍보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관 9층
02-521-5565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16 태양빌딩 3층
02-543-97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42 신방현대프라자 3층
1666-6343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340 대치EM프라자 601호
02-563-1016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3, 9층
02-3442-291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55길 47
02-3472-7006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푸른빌딩 7층
02-719-7113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81, 402(성수동2가)
070-4827-259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04길 9-7
02-552-2273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바비엥3차 909호
02-6399-6363

㈜리얼투데이

㈜애드락크리에이티브

㈜위드윈

㈜다옴파트너스

㈜애드에이치큐

㈜스웨이브

건설부동산마케팅협동조합

㈜라온아이엔씨

㈜시원파트너스

㈜포애드원

김 운 철대표자

신 화 용대표자

민 병 성대표자

이 미 명대표자

한 승 한대표자

신 혜 연대표자

최 용 석대표자

박 정 범대표자

김 재 정대표자

권 한 욱대표자

광고, 홍보

광고, 홍보

분양대행

분양대행

광고, 홍보

광고, 홍보

교육

전시모형

분양대행

광고, 홍보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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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0길 9, 401
02-2057-5333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16길 5 경호빌딩 2층
02-555-7796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1412호
02-539-3410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11 현대지식산업센터 에이동 1001호
02-6012-4675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4404호
051-745-8955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 34 선인빌딩 4층
02-6407-7775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보정빌딩 503호
02-596-865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섹션동 1405호
031-969-9661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6 하우스디스마트밸리 1동 10층 F1032호
02-488-2277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1길 41, 남정빌딩 2층
051-745-8955

㈜씨에스엠플랜닝

㈜빌리프인

㈜리얼탑코리아

㈜더비엠피

지우알엔씨㈜

㈜세븐파트너스

㈜코드에이엠씨오

㈜한강씨앤디

㈜케이제이플래닝

루트이앤씨㈜

김 태 연대표자

황 승 길대표자

배 광 풍 대표자

이 병 택대표자

최 은 석대표자

곽 상 철대표자

김 익 기대표자

유 호 걸대표자

김 경 종대표자

홍 기 운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분양대행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59 KCC 웰츠타워 A동 1603호
031-703-7031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에이동 707호
1599-4147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34 뉴튼프라자 2층
02-584-3101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E동 802호
032-720-5567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1 태화빌딩 1~4층
02-3662-1744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5 SH스퀘어 119호
031-375-8849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20, 6층
1670-4453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61 1,2층 루비나빌딩
02-555-52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810호
02-722-2011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길 C동 1711호
02-409-4120

㈜에스앤에스파트너스

㈜디아크

애드타임컴퍼니㈜

머스트㈜

㈜넥시스

씨엘디앤씨㈜

더큐브컴퍼니㈜

㈜올림플래닛

㈜맨인씨앤에스

㈜까까조

고 갑 수대표자

강 원 식대표자

감 동 진대표자

홍 선 희 대표자

최 민 호대표자

윤 준 영대표자

김 국 기대표자

권 재 현대표자

정 창 두대표자

이 경 재대표자

분양대행

분양대행

광고, 홍보

분양대행

건축자재

분양대행

분양대행

디지털콘텐츠개발

인력공급업

부동산분양플랫폼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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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08, 금강빌딩 3층
02-512-07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10층
031-789-111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25 다승프라자 948호
032-326-2283

㈜애드프로패셔널

부동산114㈜

㈜이지스택

이 현 철대표자

이 성 용대표자

최 종 찬대표자

광고, 홍보

부동산분양통계

인력공급업업    종

업    종

업    종

◎ 회원사 총 103개사  

● 분양대행업회사 : 81개사  / 광고회사 등  : 22개사 

● 광고(13)/ 교육(1)/전시모형(1)/평가법인(1)/인력공급(2)/디지털콘텐츠(1)/

    건축자재(1)/부동산분양플랫폼(1)/부동산분양통계(1)

▒ 회원사 현황 

2018. 08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사무국 발족

2018. 10        발기인 총회 ( 초대 이윤상 회장 취임 )  

2019. 0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국토교통부 설립허가(제134호) ] 

2019. 06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2019.06.20) 

2019. 07       2019 제 1차 총회개최 및 협회명칭변경 :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2019. 09       국토교통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관련 의견서 제출 

        국토교통부 분양대행자 인건비산출 보고서 제출 

2019. 11        국토교통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고시 ( 2020년 조건부 추가지정 ) 

2019.12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의견서 제출 및 반영

2020. 01       협회 사무국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2020.01.02)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확정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제 1차 이사회 (신년 간담회) 개최 (2020.01.16) 

        회원사 대상 노무컨설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0.01.16)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및 교육홈페이지 구축 

2020. 02       회원사 대상 노무특강 진행 (2020.02.06)

        제 2차 이사회 개최 (2020.02.18) 

        회원사 사업연결지원 : 진례시례지구 매각(분양) 

        분양상담사 교육 DB 1차 수합 (1577명)

2020. 03      신종코로나 회원사 후원금 모금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 전달 (2020.03.12)

        분양대행업 고용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협회 사무실 강남이전 추진 (건설회관)

2020. 04       2020년 제3차 이사회 (이사진 간담회) (2020.04.07) 

        2020년 제4차 이사회 (이사진 간담회) (2020.04.21) 

        합리적수수료 기준설립 관련 회의 

        코로나-19관련 분양대행업계 피해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견본주택 운영안 취합 배포  

                       회원사 사업연계 지원을 위한 회원사 보유면허 현황 수합 및 LH공사제출 (2020.04.28.)

2020. 05      2020년 제5차 이사회 (이사진 간담회) (2020.05.12)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설립 1주년 (2020.05.17)

        협회 가이드북 제작 배포 

                       국토교통부 민간자격 「홈큐레이터」 신설등록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20.05.08)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로 부동산분양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 (2020.05.29)

2020. 06       2020년 제6차 이사회 (이사진 간담회) (2020.06.09) 

        국토부 주택기금과 – 협회 간담회 개최 (2020.06.25) (예정) 

        협회 교육홈페이지 오픈 (예정) 

2020. 07       제 1회 분양상담사 직무교육 실시 (2020.07.15) (예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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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정책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역 할  

�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활동

미 션

� 부동산 분양통계정보 홈페이지 제공 및 분양통계를 활용한 정책개발
� 분양서비스업 건전화를 위한 자율정화위원회 설치운영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합리적수수료 기준설립 및 업계자율정화 유도

교육사업추진
분과위원회

역 할  

●       주택공급 및 청약관련 실무 담당자의 경력관리 및 경력에 따른 
     생애주기별 협회 교육사업 실시

미 션

� 분양상담사 자격기준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국토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사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 추진 
� 2020 분양업무 매뉴얼북 제작 
� 분양기획인력 계약학과 운영 (장기)
� 교육사업을 추진을 위한 분양상담사 DB 수합  

회원조직강화
분과위원회

역 할   

� 회원사 권익보호, 친목도모, 및 협회 회원사 확대 및 회원지원 활동 

미 션

� 회원사 확대 ( 2019년 100개사, 2020년 200개사)
� 노무서비스 등 회원사 지원활동 
� 협회사 가이드북 제작 
� 회원사 탐방 및 분양현장소개
� 월례골프회 / 송년워크샵 개최

홍보분과위원회

역 할  

●       협회 회원사 홍보활동을 통해 회원사 이미지 제고 

미 션

●       회원사 커뮤니케이션
●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및 각 분과위원회별 홍보 지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뉴스레터, 홈페이지 활성화방안 등)

白書2020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 협회 위상, 공공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활동

·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활동

·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및 지원활동

· 회원사 지원, 홍보,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협회의 활동

분과위원회



0252. 협회의 활동

02

협회의 활동

I  협회 위상공공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활동 

회원사 확대  

2019년 정회원사 100개사 회원 확보를 목표로 1+2 운동을 전개하여 분양대행사, 광고·리서치, 감정평가, 

전시모형, 프롭테크 등 부동산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의 회원사를 모집하여 현재 103개사 회원사가 협

회에서 활동 중 (2020년도 6월 기준)

광고(13)/ 교육(1)/전시모형(1)/평가법인(1)/인력공급(2)/디지털콘텐츠(1)/
건축자재(1)/부동산분양플랫폼(1)/부동산분양통계(1)

2020년 8월 회원사 지원서비스 강화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협회사무실 강남 건설회관으로 이전 예정이며 

2020년  회원사 200개사 확대를 목표로 회원사 모집 전개 중 

○ 협회 회원사 가이드북 발행 및 홍보 서비스

○ 협회 주최/주관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비 할인(20%)

○ 협회 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D/B 연계 구인구직정보 제공

○ 최신 시장정보 및 부동산분양서비스업 관련 업계동향 제공

○ 뉴스레터, 보고서 등 협회발간 간행물 제공

○ 노무상담서비스등 회원사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회원사 사업정보 제공(회원사 탐방기사) 및 연계지원

○ 협회 공식 동호회(골프, 등산, 와인등) 활동 자격 부여 및 회원사 친교공간 제공(협회 회의실)

○ 회원사 분양현장/제품/서비스 홍보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 기타 협회주관 사업 및 정부지원 참여기회 제공 

회원사 제공 서비스

분양대행업회사  81개사
광 고 회 사  등  2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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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프로그램 추진내용

회원사
지원서비스

강화

회원사 상조서비스 w 회원사 애경사 시 지원 및 교류증진

회원사 사업연결 지원 w 회원사 간 사업연결 지원 
w 홈페이지 내 구인/구직 활성화 방안 마련 

협회사무실 강남 이전 w 회원사 접근성 향상 및 참여활성화 

서비스프로그램 확대 w 노무/세무/법무 관련 특강 및 컨설팅 진행 
w 회원사 정보공유 강화* 

회원사교류
활성화

조찬포럼 등 친교확대 w 회원사 대표 간 상호교류 활성화

동호회 활성화 w 밋업데이, 등산, 골프, 동호회 활성화

실무자 협의체 운영 w 실무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활성화 

◎ 회원사 지원서비스 및 교류활성화 프로그램 

분양대행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분쟁 이슈 및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분쟁사례 및 유

의사항 등에 대하여 실무자 특강을 진행완료

▲ 2020년 2월 제1회 노무특강 개최

◎ 2020년 2월 노무관련 실무자 특강 개최 (20.02.06)

컨설팅자료 활용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채용/퇴직, 임금 및 휴가관리 실무 강의

인바운드 : 유선상담, 서면상담, 방문상담 

아웃바운드 : 뉴스레터 발송, 기고문, 컨설팅 

2020년 회원사 친교확대 및 접근성 향상, 친목 및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기반 제공, 회원사 참여율 확대 및 분

과위원회 활성화,  협회 위상강화를 통한 법정교육기관 지정 등을 목적으로 현 판교 삼평동에 위치한 협회사

무실을 강남 건설회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 현 사무실 vs 강남 건설회관 비교 

강남 사무실 이전 이후 교육사업 분과위원회 등 협회 의 분과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 예정임

현 협회사무실 이전 건설회관

소재지 분당구 삼평동 646 서건타워 7F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전용면적
m² 평 m² 평

73.6 22.3 230.4 69.7

분과위원회 추진내용

교육사업추진분과

■ 국토교통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지정 

■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자격관리 체계를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직무교육 입안작업 (분양상담사 직무교육 등)

 - 분양대행자 교육생 DB 수합 

 - 분양대행자 교육기관 지정 추진활동 

 - 분양기획인력 직무교육

� 협회 분양상담사 직무교육 교재(분양업무메뉴얼북) 편찬

� 분양업무 매뉴얼북 2020 법정교육 교재화를 위한 실무자협의체 개최 

회원조직강화분과

■ 신규회원사 200개 달성운동 

-  신규 회원사 모집운동 (1+1) 전개 

-  신규회원사 네트워크 강화 및 회원지원 활동 

※ 이사회 이사진과 회원사간 정기 밋업데이 추진 

홍보분과 

■ 홍보 활동을 통한 협회 이미지를 제고

■ 회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 

- 회원사 가이드북제작 및 「회원사탐방」 지원 

- 회원사 분양 현장 소개 지원 

정책제도개선분과

■ 법정협회지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령·제도 개선

- 합리적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장화 운동 전개 

- 저가수주개선 대책위 개설 및 개선방안 마련 

- 협회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자정활동  

협회사무실 강남 건설회관 이전 (2020년 8월 예정)

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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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위상강화,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사의 

온라인 참여 확대, 회원사 참여활성화, 및  

2020년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기존 협회 홈페이지(www.krepa.or.kr)

를  리뉴얼하고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2020

년 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repa.or.kr)

을 신규로 구축함

2020년 1월  협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 사무국 조직을 팀제로 개편함

신규로 구축되는 교육홈페이지는 PC, 모바

일을 통해 모두 접속이 가능하며  협회홈페

이지와 하나의 아이디로 연동하여 <교육수

강신청> 등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뿐만 

아니라  <분양상담사 경력관리> 및 <구인구

직기능>을  All-in One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임

리뉴얼된 협회 홈페이지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개선하고 회원사소개, 회원사탐방, 분

양현장소개 등 회원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

한 회원사 지원기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국내 3대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기관인 부동

산114와 제휴를 통해 부동산 통계관련 정보

를 2020년 하반기부터 제공예정임 

홈페이지와 교육홈페이지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휴대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이 가능하며 협

회 교육센터는 카카오채널을 통해 협회 공지사항 및 회원사 소식을 신속 전달 함으로써 회원사 간 커뮤니케

이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구분 주요내용 / 기능

협회홈페이지

http://krepa.or.kr  

� 협회소개

� 회원사소개

� 주요사업

� 회원사마당(탐방, 분양현장소개)등의 정보제공

� 분양관련 통계정보제공 

� 경력(이력)관리, 구직관리, 수강관리 All-in-one 제공

교육홈페이지

http://edu.krepa.or.kr 

� 협회홈페이지 및 교육센터 홈페이지 하나의 ID로 접속

� 분양대행자 직무교육과 연계한 경력인증 시스템 도입

� 센터소개,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자료실, 채용정보*

� 소셜아이디 연동 (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  

구분 담당자 업무

사무국장 박영필 � 사무국 업무총괄 

정책팀 황정현
� 협회 사업기획 및 개발
� 총회 및 이사회개최 / 정관 제개정
� 국토부 연락업무

총무팀 정재희

� 예산결산 업무
� 협회인장 관리 
� 회비징수-회원사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업무

교육팀 조준환
� 교육센터 운영 및 종사자교육
� 정책·제도개선 기획
� 정부사업 위탁, 용역과제 연구

2020년 1월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교육팀장 (교육센터 수석연구원 겸임)을 신규로 채용함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수석졸업

·연세대학교 토목공학 박사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수료 

2020년 상반기 사무국은 정관, 문서관리지침 등 제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도 사무국 

NAS(Network Attached Drive) 구축 등 시스템을 정비함

협회홈페이지 및 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무국 조직개편 및 교육센터설립

협회 교육센터 수석자문위원

(주)미드미넥트웍스

(주)한아름

(주)와이낫플래닝

김 보 현
상무

윤 경 민
이사

강 일 빈
상무

� 분양대행사 근무 경력 19년
� 공동주택 분양현장 직원 교육
� 청약설명회 다수 (세종, 대전, 서울, 양주 등)

차별화된 직무교육 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을 추진을 위해 회원사 추천을 통해 업계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센

터 수석자문위원단을 구성함

·델코리얼티그룹 투자자문역 

·동화종합건설 기획조정실장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교육팀장(출판·기획팀장 겸직)

� 공동주택 분양현장 직원 청약 및 계약 교육
� 분양업무 매뉴얼북(분양업무편람) 제작
� 청약365앱 개발
� 유튜브 집코노미 TV 청약실무 강의 

� (주)대우건설 마케팅팀 기획, 교육업무 담당, 분양소장(경력16년)
�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2017년, 한국리츠협회)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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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신문(2020년 3월 11일)

2020년 3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총체적인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다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하여 협회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추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 회원사의 성금 1630만

원을 전달완료 함 

협회 청약업무편람 발간 검토 코로나-19 후원금 모금 ('20.03.10)

■ 협회 청약업무편람(주택공급업무 매뉴얼북) 출간 

우리 협회 자체의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 청약업무 해설서』 또는 『주택공급업무 매뉴얼북』발간을 추진   

□ 주택공급업무 매뉴얼북』출간 時 장점

□ 『주택공급업무 매뉴얼북』 추진방안 

●     국토부 법정교육 지정을 위한 협회 위상강화  

    ➊ 주택업무편람 내 산하기관 및 관련기관 으로 포함추진1)

    ➋ 주택공급 관련 분양대행자 교육 교재 모델 제공 

●     분양대행자 교육 교육교재 활용 

●     협회 회원사 대상 주택공급 정책 정보제공 

●      분양대행자 교육교재 제작 시『주택공급업무 매뉴얼북』제작 병행 ( 주관 : 교육분과위원회 ) 

●     제작된『주택공급업무 매뉴얼북』2021 주택업무편람 내 관련기관 등재 추진 

●  『주택공급업무 매뉴얼북』상시 업데이트를 위한 정기적 업데이트 회원사 공지 

     → 협회 카카오채널을 통한 공지 

1) ※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단체인 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업무 편람 내 관련기관에 등재  
        → 주택업무편람 내 관련기관 등재 시 대관 교섭력 및 협회 위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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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분양대행업 업종코드 신설 및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임 

분양대행업 업종코드 신설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부동산분양서비스업

>을 산업 소분류로 편입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내 부동산분양업 업종추가에 대한 의견을 국

토부로 제출하였음 ('20.05.29)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 

▶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03/13) 

▶  코로나-19관련 분양대행업계 피해 및 애로사항 설문조사  (04/16) 

▶  특수고용자(분양상담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내 (05/08) 

2차 설문 응답양식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0조 2 ( 분양대행자 교육 ) 에 따른 우리협회 회원사 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해 우리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각 회원사별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결과 

1577명의 교육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였음 ( 21개 회원사 / 1,577명 )

①  조사대상 :  협회 회원사 중 분양대행사
②  조사방법:   교육대상자  DB 수합을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 (이메일 / 우편 )
③  조사시기:‘19.11.01  ~‘19.12.31 
④  조사결과 :  1577명 교육대상자 명단 확보

‘19년 하반기 교육대상자 명단취합 내역 

2020년 6월  교육 홈페이지 오픈 후 분양상담사 개인회원 3000명을 회원으로 확보예정이며 아울러 회

원사 대상 2차 분양상담사 교육생 명단을 수합예정 (2020년 하반기 5000명 확보 목표)

- 우리협회는 공신력 있는 분양시장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3대 공인된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기관인 

   부동산114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신력 있는 분양관련 통계정보를 제공예정임 

   (부동산114의 REPS 및 K-ATLAS 기반) 

2020년 하반기 부동산114와 <지역별 분양시장 인덱스 개발>을 중기적인 정책과제로 추진 예정임 

분양관련 통계

주택분양실적(광역시)

연간 공급예정물량 (광역시)

분기별 공급예정물량 (광역시)

월별  공급예정물량 (광역시)

연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분기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월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주택착공 실적

주택분양 실적 및 계획

미분양주택현황  (광역시)

주택매매거래 동향

연간 입주/ 입주예정물량(광역시)

분기별 입주/ 입주예정물량(광역시)

월별  입주/ 입주예정물량(광역시)

지역별 청약 경쟁률 (광역시)

  정책과제 추진 지역별 분양시장 인덱스 개발

회원사 애로사항 지원

부동산 분양시장 관련 통계정보 제공

분양상담사 DB구축

II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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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담사의 자격관리 체계를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양상담사 

및 분양대행사의 자격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함  

우리협회는 정관 제5조3호에 분양대행자를 위한 교육사업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2019년 국토부고시 

2019-613호를 통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받음 ('19.11.18)

국토부 고시 제2019-613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분양상담사 자격관리를 위한 직무교육으로 2020년 7월 주택공급 및 청약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분양

대행자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함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분양서비스 관련 전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분양대행사 자격기준에 제외되어 

있어 이에 협회에서는 분양대행자 자격관리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사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 내 분양업무 대행사 자격기준에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에 등록한 회원사로 확대를 추진 중임  

우리협회는 민간자격증  "홈큐레이터" 신설 등록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을 국토부 주택기금과

로 제출하였음 ('20.05.08) 

시간  강의명 강사

09:30 ~ 10:00 등록 및 교육안내 사무국

10:00 ~ 12:00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 권소혁 

13:00 ~ 15:00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I 김보현

15:00 ~ 17:00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III 강일빈

2020년 7월 15일 (수)  10:00 ~ 17:00 

건설회관

2020년 제1회 분양대행자 직무교육과정  

일 시

장 소

부동산분양서비스업 종사자 자격관리체계 구축

2020년 교육사업 액션플랜

●  교육센터 설립 및 교육홈페이지 구축 완료 (2020년 6월)

●  분양상담사 교육생 DB 5000명 확보 

●  청약업무편람 제작을 통한 교육교재 차별화

●  분양상담사 직무교육 교육실적 확보 및  수강생 교육 만족도 조사 

●  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확보 

우리협회는 국토부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에 대한 협회의견을 제출 반영하는 등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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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자격 『홈 큐레이터』신설등록에 관한 의견서 제출

■ 배경 
 - 민간자격증「홈큐레이터」신규등록건에 대하여 우리협회의 검토의견을 국토부 주택기금과로 제출함

■ 협회의견 
 - 민간자격증「홈큐레이터」는 현행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국토부의 법정교육에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협회 의견서 (제출)

검정기준

[1급] 주택청약, 주택법, 일반임대주택법 등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멘트 스피치, 현장스크립트 작성 

등의 책임자로서 뛰어난 고객응대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2급] 준전문가 수준의 건축물 분양과 

관련된 이론 및 관계법규, 주택관계법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청약제도 서류 및 당첨여부 확인의 

실무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1. 민간자격증 내용의 중복 및 시장경제 혼란야기

 - 민간자격증의 내용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과 

상충되는 면이 높으며, 현재 협회차원의 

분양대행 기획과정, 우리 협회에서 준비하는 

민간자격증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한국모델하우스협회의 「홈큐레이터」를 

민간자격으로 신설등록할시 분양대행업무 

종사자 및 분양대행업무 시장경제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요청>

 1)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3호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

 2) 협회 회원사 분양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자격증이므로  지속적으로 

분양대행업무 종사자에게 혼란과 분양대행업무 

시장경제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2. 다른법령에 의한 관련된 내용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의 

내용과도 겹치는 직무내용 및 검정과목 등을 

가지고 있어 법적 검토사항이 필요함

☞ <검토요청>

  -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

검정과목

[1급]

 -필기 : 안전교육, 서비스교육, 청약제도

 -실기 : 현장스크립트작성, 멘트 스피치, 

            고객응대

[2급]

 - 필기 : 당첨자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업무,

             주택관계법규, 특별공급

 - 실기 : 청약제도 서류 확인,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특별공급확인  

자율정화선언문
  

 오늘 우리 협회는 부동산 공급 업무 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율정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하나, 우리는 청약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공급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종사원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공급 시장의 전문가    

          양성에 힘쓴다. 

2019년 12월 4일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원사 일동

2019년 12월 4일 자율정화선언문 발표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율정화 노력

최저가 입찰제 시행현장 증가에 따라 업체들의 과다 경쟁등으로 인하여 적정 수준 이하의 현장 파견 인원 투입 및 저가

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분양마케팅 업무 전반의 질적 수준 저하와 수익성 악화, 시장혼탁이 우려되고 있음.

분양서비스 품질 유지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2020년 5월  분양서비스의 적정 품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분양 수수료 및 적정보수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논의 및  협회 자율정화 운동을 전개함 

분양대행업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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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

택공급(분양)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변수는 정책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정책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한 시장이므로 주택청약시장의  참여자들이 취할 행동을 조기 파

악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부동산114와 공동으로 부동산 분양지수(청약

시장)를 개발을 추진 중임

우리협회의 부동산 분양지수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별도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심리지수를 개발 예정임 

Ⅲ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및 지원활동

부동산 분양지수 (소비자심리지수) 개발
우리협회 설립 ('18.05) 이전  수립된「부동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16.02)를 기

반으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17.06)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산업에서 분양서비스업은 현재 정식 

업종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음.

우리협회는  2018년 이후 중단된 분양서비스업의 부동산 산업 직종 정식 편입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

흥법 제정('17.12) 이후 5년 단위로 수립되는「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수립 시 <부동산분양서비스

업>을 소분류로 편입하여 산업에 대한 체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하였음 (05/29)

한국과 주요국의 부동산 산업 비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내 부동산분양서비스 업종 추가 추진 

출처 :「부동산산업 발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연구센터, 2016, pp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분양 ,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부동산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   "부동산서비스사업"이란 부동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부동산서비스사업자"란 부동산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의 부동산산업 내 업종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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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업 업종코드 신설 및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분양대행업은 일-가정 양립 등 여성근로자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분류에 의해 

의해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 등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책제도개선 T/F에서는 분양대행업 업종코드 신설 및 고용장려금지원제도 적용을 위한 협회차원에서 현황파악 및 개

선대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법개정 등 정부건의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분양대행업이 고용지원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계획 추진방안 등을 TF팀 구성을 통한 전문가 심의 및 검토를 통해 

마련

부동산산업진흥법의 제정 취지는 기존의 개발, 감정평가, 중개등 부동산개발사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신성장 

산업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고 아울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러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 바로 모바일, 빅데이터,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프롭

테크(Prop-Tech) 영역을 접목하여 업역 전반에 대한 혁신 기반을 제시할 수 있는 부동산 분양 및 마케팅 영역임 

미래형 부동산 신산업 발굴을 위한 정책지원

▲ 회원사 올림플래닛의 사이버분양솔루션 집뷰

▲ 회원사 미드미테크놀로지의 APP 청약365 ▲ 회원사 까까조의 모바일 APP 

▲ 회원사 R114 빅데이터 분석도구 랩스 ▲ 회원사(예정) 더존비즈온언택트 원격근무 플랫폼 위하고 

현재 부동산분양서비스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토부에서 위탁받아 한국감정원에서 시행중인  <우수부동산서비스 핵심사업자>

의 우수부동산서비스 업종에서 역시 분양서비스 업종이 배제되어 창업지원 등 우수부동산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금융 행정상의 우대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ex.창업지원법 등)에서 배제

되어 왔던 부동산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행정상의 지원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우수부동산서비스에 분양

서비스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 하였음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출처 : https://www.rservice.or.kr:8443/institution/introduce.do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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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협회는 대내외 홍보를 통한 협회 인지도 향상 및  회원사 간 정보교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기 위햐 회원사 홍보지원을 적극 추진 중임 

구분 사업명 추진내용

회원사

홍보지원

회원사 가이드북제작 회원사간 연락망 구축 및 정보 공유 

홈페이지「회원사탐방」진행 회원사 정보 공유 및 홍보 지원 

회원사 분양 현장 소개 분양현장 소개를 통한 회원사 사업연계 지원  

2020년 5월  협회의 회원사와 유관기관, 단체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기업간 협

력과 상생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사 가이드북을 5월 25일 출간하였으며 1000부를 회원사 등에 배

포 완료함 

배포 구분 기관 비고

가이드북

제작

(1000부)

관련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등유관기관에 배포

국토부,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30명), LH, 한국감정원 등

회원사 배포 100개사

신규 회원사 가입홍보
건설사, 자산신탁운영사, 외 

신규회원 영입 관련사

회원조직강화

분과위원회

온라인배포 홈페이지(www.krepa.kr) 접속 후 무료 다운로드 

가이드북은  분양대행 및 광고·홍보, 평가법인, 디지털콘텐츠, 인력공급, 교육, 리서치, 외 건축자재, 부동산분

양플랫폼 등 협회, 회원사 소개 및 분양대행업계의 구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맵(지도)이 포함되어 있으

며,  2020년 7월 회원사 모바일 수첩을 별도 제작 예정임

◎ 대내외 홍보 강화

Ⅳ  회원사 지원, 홍보,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회원사 가이드북 제작

◎ 노무컨설팅 서비스 및  노무특강 개최

우리 협회에서는 분양대행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분쟁 이슈 및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분

쟁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실무자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노무특강과 함께 노무관련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

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사들의 노무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음 

모바일 수첩(앱) 제작

서비스 내용

기능 설명

l 회원 검색 
      (개인별 사진등록, 개인정보 변경 손쉽게 가능)

l 바로 연결 서비스

l 회원사 검색 (업종별 회원사 검색)

l 협회현황, 소식 알림 

l 상조 알림

l 회원동정 등 게시판 기능

l 개인 인증 절차를 밟아 로그인 → 보안o.k

l 메인화면 간단구성 →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기능 이용

l 공지사항 및 게시판  → 협회 행사, 공지 알림 가능

l 회원수첩 → 이름, 전화번호 검색 가능
                      전화번호 누르면 바로통화 기능

노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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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노무컨설팅 지원

■ In-Bound 

구분 진행 프로세스 비고

유선상담

1) 회원사 → 협회 : 유선상담 신청
2) 협회 → 정평 : 내용 전달 (상담내용 및 연락처)
3) 정평 → 회원사 : 유선 상담 진행 (10분 이내 기준)

☞유선상담은 1일 1회 기준 (월 20회 이내 기준)

* 상담신청서
* 상담일지

서면상담

1) 회원사 → 협회 : 질의사항 접수 (홈페이지 게시판)
2) 정평 → 회원사 : 서면 회신 (비공개 원칙)

☞서면상담은 1일 1회 기준 (월 20회 이내 기준)

방문상담

1) 회원사 → 협회 : 방문상담 요청 (유선 or 홈페이지)
2) 정평 → 회원사 : 미팅일정 및 장소 협의 후 진행

☞방문상담은 월 1회 기준 (정평 사무실 내방 상담 원칙)

주)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한 협회-정평간 TFT 단체톡방 운영, 일부 상담내용 기고나 강의시 전파

■ Out-Bound 

구분 진행 프로세스 비고

뉴스레터 발송

1) 정평 → 협회 : 뉴스레터 (매주 화요일) 협회 송부
2) 협회 → 회원사 : 뉴스레터 발송

☞ 문의사항 있을시  in-bound 프로세스에 따름

* 홈페이지 공유

기고문
▶ 협회 정기간행물에 노무섹션 연재 (분기 1회/반기 1회)
    - 상담사례 전파 및 노무관련 법령/이슈사항 

*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공유

자료
공유

기본
1) 노동법상 사업주 의무사항 List-up
2) 기본 인사서식
3) 법정 교육자료

* 홈페이지내 
  자료실 활용

* 컨설팅 자료는 
  3월초 공유 예정수시 1) 최근 이슈 및 업계 관련 자료 및 지침 

컨설팅 1) 표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테이블

주) 회원사에서 자문범위를 넘어서는 맞춤형 자료 요청시 별도 컨설팅 및 자문계약 진행

■  컨설팅자료 활용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채용/퇴직, 임금 및 휴가관리 실무 강의

■  인바운드 : 유선상담, 서면상담, 방문상담 

■  아웃바운드 : 뉴스레터 발송, 기고문, 컨설팅 

■ 강의 개요 (상반기 기준)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상
 ▶1차 : 경영진 (CEO 또는 임원)

 ▶2차 : 실무진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책임자)
*회원사당 2명 기준

일시
 ▶1차 : 2월 6일(목)오후 2시 ~ 4시 

 ▶2차 : 3월 5일(목) 오후 2시 ~ 4시 (코로나로 하반기개최)

*1시간 30분 강의 후 
 30분 질의응답

내용

 ▶1차

 - CEO가 꼭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최근 이슈 사항

 - 업계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2차

 - 컨설팅자료 활용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등)

 - 채용/퇴직, 임금 및 휴가관리 실무 강의

방식
 ▶1차 : 집체식 전달 강의

 ▶2차 : 실습 / 참여형 강의

협회는 노무법인과  TFT 미팅을 통해 근로형태 및 업계 주요이슈 분석하여 ▶ 표준 근로계약서 [직종별]  ▶ 표준 

취업규칙 [주요 서식포함]  ▶ 표준 급여테이블 등의 자료를  홈페이지 공유하였으며 2차 실무특강시 활용방안 설

명예정임 

회원사 특강

인사노무 표준자료 제공



0472. 협회의 활동2020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백서046

2020년 1월 회원사의 임직원의 상 발생시  부고를 협회에 알리면 상조용품 300인분 구성세트 1박스가 장례식장

으로 발송되는 상조서비스 개시 

● 종이컵, 소주컵

● 밥그릇, 국그릇

● 접시(대.중.소)

● 숟가락, 젓가락, 수저통

● 식탁보

300인 구성세트

임직원 부고 통지 시 준비된 물품을 당일 3~4시간 내 장례식장으로 도착 가능 하도록 발송

●  전화신청: 031-8017-8510      ●  e-mail신청: krepa@krepa.kr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연결지원을 위해 우리협회 회원사 보유면허 현황을 수합하여 LH에 제공 완료함 

('20.04.28)

※ 회원사 간 사업연결 지원 절차 

 지원요청 → 회원사 공지 → 서류접수(krepa@krepa.kr) → 취합 및 전달 

회원사 상조서비스

회원사 사업연결 지원

문 서 번 호 :  KREPA 제2020-0218-01
시 행 일 자 :  2020. 02. 18
발       신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수       신 : 
제       목 :  김해 진례시례지구 단독주택용지 등 매각(분양) 관련 협회회원사 추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록인김해레스포타운에서는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진례시례지구” 內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용지 
등의 매각(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우리 협회 회원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리오니 관심이 있는 업체는 2020년 2월 20일(목) 17:00까지 협회 사무국 
이메일(krepa@krepa.kr)로 참여희망사 제출서류를 첨부해 보내주시면 협회에서 시행자(㈜록인김해레스포타운)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개요

구분 면적(㎡)

단독주택 100,323

근린생활시설 24,269

주차장 10,076

계 134,668

� 최근 LH, 지역도시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한 용지관련 매각(분양) 용지관련 경험 및 실적이 

있는 업체 ( 필수사항 ) 

�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인력, 업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우대사항)

3. 협회에서는 매각(분양)과 관련한 업체 추천요청 제안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회원사로 정보를 공유예정이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별첨]  김해 진례시례지구 단독주택용지 등 매각(분양) 관련 협회회원사 추전 요청 메일 원본

◎ 진례시례지구

◎ 분양개요

◎ 자격요건

◎ 참여 희망사 제출 서류   

� LH 등 기관 사업 시행용지 매각(분양) 실적 등 (필수사항)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회사 자본금, 인력, 업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명원 또는 회사소개서  

총 40개사 ( 1개 보유면허 31개사 / 2개이상 보유면허 9개사 )

협회는 회원사 사업연결지원 의 일환으로 2020년 2월 「김해 단독주택용지 등 매각(분양) 」을 위한 추천 

요청을 시행사 측으로부터 받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향서를 접수받아 이를  전달함 

('20.02.18) 

앞으로도 회원사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각(분양)(외부 및 협회 회원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

로 소개함으로써 회원사 사업연결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회원사 주택공급 대행업무 보유면허 소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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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2020.03)

     특수고용자(분양상담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대응지침(안) 수합 배포 (2020.04)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과 무관하게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①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번 “코로나19”(COVID-19) 피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를 시행하여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내용

■ 배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 기간 : 20.2.1.~7.31.(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금액 상향

■ 내용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기존) 2/3 → (변경) 3/4
             ▷ 대규모기업 : (현재) 1/2→(변경) 2/3

 출처 : 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2020.03) [별첨 1]

문 서 번 호 :  KREPA 제2020-0313-02
시 행 일 자 :  2020. 03. 13
발       신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수       신 : 
제       목 :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관련 대 회원사 정부지원 공지

소득구간별 기준

문 서 번 호 :  KREPA 제2020-0508-01
시 행 일 자 :  2020. 05. 08
발       신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수       신 : 
제       목 :  특수고용자(분양상담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20년 5월7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업은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공지예정으로 해당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기는 5월 25일 
오픈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➋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➌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①「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②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요건

   ①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②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 ① 가구원‘건강보험료’합산 / ②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 (1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억)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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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회원사의 부동산 관련 교육자료 및 PT 자료에 공유 추진 예정 

회원사명   협찬(지원내용) 

미래인 영상자료 협찬 

리얼투데이 동영상 촬영 등

<그림> 미래인 협찬 영상자료

회원사 자료 홈페이지 공유

白書2020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Korea Real Estate Parcel Out Association

· 협회정관
· 2019-2020 협회 활동 사진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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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록

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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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3. 부록

현    행 개정안 변경 사유 비고

제5조(일반사업) 

1~2 (생략)
3.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및 
지도
4~5 (생략)

제5조(일반사업) 

1~2 (현행과 같음)
3.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및 
그 이력관리
4~5 (현행과 같음)

조건부 승인

재 원 조 달 계 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재 산 증 빙 서 류 는 
교 육 사 업 계 획 서 로 
제출함
[별첨 참조]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조건부 승인

임 원 의  임 기  변 경 
사 항 을  부 칙 에 
경 과 규 정 을  두 어 
임원의 임기에 적용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5조 
(임원의 임기)는 개정정관 
시행 선임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에 따른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위한 
부칙변경

협회 1주년 활동 사진

1. 발기인 총회 ~ 설립허가

▲ 초대 이윤상 회장 취임 ('18.10.16) ▲ 발기인 총회 ('18.10.16)

▲ 임시 총회 ('19.01.31) ▲ 신년하례식 ('19.01.31)

▲ 설립허가증 ('19.05.16) ▲ 고유번호증 

정관 변경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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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기인 총회 ~ 설립허가

▲ 2020년 송년워크샵 ('19.12.04)

▲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회장 인사

▲ 주요 귀빈 인사

▲ 임시총회 ('19.01.31)

▲ 2019년도 총회 ('19.07.24)

▲ 이사진 간담회 ('20.06.09) ▲ 이사회 ('20.02.18)

3. 총회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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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특강 ('20.02.06)

▲ 골프월례회 ('20.05.25)

4. 노무특강 및 골프회 행사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