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오픈 후 접속 경로
1. 네이버, 다음 등에서 ‘원주교차로’ 검색 (www.wjkcr.com)
2.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3. 메인메뉴에 부동산 또는
로그인창 광고관리 e부동산 관리 누르기

4. 우측 상단 ‘마이부동산’ 누르기

5. 마이부동산 아래 나의 정보 → ‘홈페이지’ 버튼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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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등록 순서
1. 교차로 홈에서 정상적으로 접속했음에도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관리인 로그인‘ 선택 후 한번 더 진행

(그림1)

(그림2)

2. 메뉴에서 ‘매물검색’ → ‘매물등록’
(그린매물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내용 체크하고 확인 누르기)

3. 해당 거래유형 선택
그린매물 또는 일반매물 체크 후 순서대로 입력란 작성
4. 입력란 하단부분에 사진 등록
(이미지 삽입하면 신뢰도 상승 및 더 효과적)
5. 매도/임대 의뢰인 정보, 부동산 고유번호란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므로
외부 노출은 안되며 중개업소에서만 확인 가능한 란입니다. (관리ㆍ메모용으로 활용 가능)
필요시에만 사용하면 됩니다. (빈칸으로 두어도 무관)
6. 하단 ‘등록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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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제한 매물 해제 방법
(홈페이지 내에서만 노출되고 교차로 사이트에는 노출되지 않으며,
노출건수 차감에 적용되지 않음)

1. 검색제한 매물로 분류되는 경우 (해제 방법은 동일)
1) 매물등록 시 금액란에 ‘0’으로 입력한 경우 (매물등록은 되며, 금액란은 ‘문의바람’ 표시)
2) 교차로 노출 500건 초과한 경우 (정상적으로 매물등록해도 이미 500건을 초과했으므로
검색제한에 걸려 홈페이지 내에서만 노출)

2. 매물 클릭해서 들어가기 → ‘수정’ 버튼 눌러 매물 수정하기
(금액란에 0만원으로 표시된 부분 확인할 수 있음)

금액 넣고 하단 ‘수정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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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한 매물 보기 (메뉴에서 ‘매물검색’ 누르면 4번 그림처럼 매물 확인할 수 있음)

4. 검색제한 매물 해제하기 (매물 체크하고 하단 검색제한 ‘취소’ 버튼 누르면 해제)

검색제한 해제되면 교차로 사이트에 노출되면서 노출건수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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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제한 매물 해제 방법
(매물 등록 후 1년 경과되면 갱신제한 매물로 분류)

1. 진행, 마감, 보관 폴더별로 ‘최초등록일 1년 지난 매물’ 선택하고 검색

2. 검색된 매물 페이지별로 전체 선택한 후 '보관' 폴더로 옮기기
3. 보관 폴더 오른쪽 '매물갱신등록' 버튼 누르고 들어가
금액부분 다시 입력하고 하단 ‘등록하기’ 누르면 됩니다.

※ 매물 관리 시 꼭 기억해두기
1. 최소 한 달에 한 번 '갱신일을 오늘로 변경' 눌러주기
등록만 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한 달 경과 후 자동으로 마감 폴더로 옮겨짐
(마감 폴더에서 매물 선택 후 하단 ‘진행’ 버튼 누르면 진행매물로 전환됨)
2. 마감 폴더에 있는 매물 90일 경과되면 자동 삭제 대상
3. 금액 미 입력 또는 교차로 노출건수 500건 초과 시 검색제한
4. 1년 경과되면 갱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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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확인 방법
(포인트는 소멸없이 쌓이는 정책으로 변경)

1. 포인트 확인 방법
1) 중개업소 홈페이지 경로 : 매물검색 > 보유포인트 확인

2) 교차로 홈페이지 경로 :
‘e-부동산’ 또는 로그인창 광고관리 ‘부동산’ > 마이부동산 > 포인트 확인

3) 포인트 사용방법 확인 → 마이부동산 하단 배너 클릭하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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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단출력 기능
1. 광고전단출력 기능 활용 방법
매물 선택하고 들어가 ‘광고전단출력’ 버튼 클릭.
상단 타입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매물내용 그대로 불러오고 내용수정 및 색상변경 가능.

사진 없는 경우

사진 있는 경우

(2가지 타입)

(4가지 타입)
홈페이지 주소 노출 체크
시 하단에 출력되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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