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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REALTOR-ASSOCIATE®S)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서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Board or Association of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2000 본 1 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REALTOR®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2007 본 1 본본 본본) 
 
 

의뢰인과 고객에 대한 의무 
 
제 1조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2001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 본본 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본 REALTOR®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본 
REALTOR®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REALTOR®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3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 업무 규범 1-4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5 
REALTORS®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 

REALTORS®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7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8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1999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9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1)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2)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 
3)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a)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b) REALTORS®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c)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d) REALTOR®본 REALTOR®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2001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0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2000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1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2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1)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2)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본 

3)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1993 본 1 본본 본본, 1998 본 1 본본 본본 본본, 
200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3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1) 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2)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3)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4)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5)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1993 본 1 본본 본본, 1998 본 1 본본 
본본 본본, 2006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4 

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2002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5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3 본 1 본본 본본, 
2008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6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 (2012 본 1 본본 본본) 

 
제 2조 
REALTORS®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2000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2-1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 2 본본 REALTOR®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1996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2-2 

(1998 본 1 본본 본본 본본 1-12 본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2-3 
(1998 본 1 본본 본본 본본 1-13 본본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2-4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 업무 규범 2-5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non-material)”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2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1993 본 1 본본 
본본) 

 
제 3조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1 

본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1999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2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201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3 
본본 본본 3-2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199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4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2002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5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6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1986 본 5 본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7 

본본 REALTOR®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REALTORS®본 본본본 REALTOR®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2011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8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1987 본 1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9 

REALTORS®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2010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3-10 

본 3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2011 본 1 본본 본본) 

 
제 4조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0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4-1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4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1986 본 2 본본 본본) 



 
제 5조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제 6조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REALTOR®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1999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6-1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1988 본 5 본본 본본) 

 
제 7조 
본본본 본본본 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REALTOR®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제 8조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제 9조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9-1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9-1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7 본 1 본본 본본) 

 
일반 대중에 대한 의무 

 
제 10조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2014 본 1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201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0-1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4 본 1 본본 본본, 
2006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0-2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a) 본본본(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10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b)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2005 본 1 본본 본본, 2006 본 1 본본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0-3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1994 본 1 본본 본본, 2005 본 1 본 본 2006 본 1 본본 본본 본본, 
201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0-4 

본 10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2000 본 1 본본 본본, 2005 본 1 본본 본본 본본) 

 
제 11조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10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1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1)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2)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3)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1)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2) 본본본 본본 본본 
3)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4) 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5)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6)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7)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8)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9)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10)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201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2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3 

REALTORS®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6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1-4 

본 11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REALTORS®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2002 본 1 본본 본본) 



 
제 12조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8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1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free)”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7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2 

REALTOR®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free)”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7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3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4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5 

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TV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1986 본 11 본본 본본, 
2016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6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본본 본 REALTORS®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7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 본본 (1996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8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2007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9 

REALTORS®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 REALTORS®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7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10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URL,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 본 본본: 
1)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2)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3)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 
4)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5)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 
(2007 본 1 본본 본본, 201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11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7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12 

REALTORS®본 본본본 본 본 본본: 
1) 본본본본 본본 URL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2)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URL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2008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2-13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2008 본 1 본본 본본) 

 
제 13조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제 14조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1999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4-1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4-2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1992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4-3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1987 본 11 본본 본본, 
1999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4-4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1988 본 11 본본 본본) 

 
REALTORS®에 대한 의무 

 
제 15조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2012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5-1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2000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5-2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2012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5-3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REALTOR®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2012 본 1 본본 본본) 

 
제 16조 
REALTORS®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 

본 16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1995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2 

본 16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본 16 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 본 3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Multiple Listing Service)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S®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3 

본 16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4 

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5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REALTOR®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4 본 1 본본 본본, 
1998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6 

REALTORS®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8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7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8 

본본 REALTOR®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1998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9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0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1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2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3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1998 본 1 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CMA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4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1998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5 

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 업무 규범 16-16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7 

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2004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8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2002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19 

본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1993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6-20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1998 본 1 본본 본본, 
2010 본 1 본본 본본) 

 
제 17조 
REALTORS®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17-4 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REALTORS® 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 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REALTORS®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2012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7-1 

REALTORS® 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1986 본 2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7-2 

본 17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17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2012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7-3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REALTORS® 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REALTORS®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1996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7-4 

본 17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1)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1997 본 1 본본 본본, 2007 본 1 본본 본본) 

 
2)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1997 본 1 본본 본본, 2007 본 1 본본 본본) 

 
3)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1997 본 1 본본 본본) 

 
4)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1997 본 1 본본 
본본) 

 
5)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2005 본 1 본본 
본본) 

 
• 업무 규범 17-5 

본 17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 REALTORS®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REALTORS®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2007 본 1 본본 본본) 

 
 
추가 설명 
 
본 본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본 REALTORS® 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 본본 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본. 본본 본본 본본 본본본 본본본본 
본본본본본 본본본 본본 본본본본 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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