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하우스 B2B
서비스 안내
전국 부동산 공실정보 플랫폼
www.onhouse.com 



온하우스 서비스 소개
전국 최대 공실정보 플랫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인과 중개사를 연결하는 전국 공실정보 제공 업체입니다.

현재 온하우스에
등록된 거래가능 공실 수

보유 공실 수
전국 온하우스
회원 중개사 수

2022년 09월 기준

64,875 749,343 26,974



HISTORY

2009

・ 부동산 매물정보업체 하우서치 창업
・ 대구 전지역 서비스 확장

・ (주)온하우스법인 설립

2012

2013

2017

2018

2020

・ 온하우스 Ver.2오픈
・ 건물주 전용서비스 Owner 오픈

・ 제 10차 대구창조 경제리더스포럼
     투자 IR 피칭
・ 대경벤처창업 성장재단 투자유치
・ 건물주대상 세미나 개최

・ 온하우스 Ver.3오픈
・ 온에어솔루션 정식서비스 진행

・ 8월 전국지역 서비스 확장
・ 온하우스. Ver.4 오픈

2021

・ 중개사전용 앱 출시
・ 임대인전용 앱 출시



공실, 해결 해드립니다.



관리물건 전용페이지에서 상단에 
업체명과 
연락처가 노출됩니다.
업체명을 클릭 시, 해당 업체의
모든 관리매물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물건

공실, 해결해드립니다



B2B 계정으로 공실 관리를
쉽고 간편하게

www.onhouse.com/b2bAdmin 

01  온하우스 등록 시 매물 주변 회원 중개사무소에 노출!

02  주변 부동산에 매물정보를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 없음

03  공실의 내용수정/거래완료 처리 등 직접 수정 가능

04  PC 또는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매물 관리 가능

05  업체당 여러 명의 담당자를 등록, 건물별 관리 가능



매물 관리 프로세스

사업자등록증 /
아이디 / 이메일 제출

건물 등록 승인 후
호실 등록 / 수정

추가 담당자 등록 시,
세부 지정 및 관리 가능

관리건물 등록 신청

관리자 계정 생성

01
담당자 등록 건물 생성 호실 등록

02 03 04



       사업자등록증
       사용 아이디
       연락처

위 3가지만 제출하시면 관리자 계정이
간단히 생성됩니다.

관리자 계정 생성
매물 관리 프로세스 01



여러명 등록할 수 있어
담당자별 건물 / 호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등록
매물 관리 프로세스 02



관리하는 건물의 정보를 입력하고
건물생성을 신청합니다.

건물 생성
매물 관리 프로세스 03



건물이 생성되면 자유롭게 호실추가 및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확인일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
최신정보로 매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호실 등록
매물 관리 프로세스 04



이용자 화면
매물등록까지 끝났다면, 온하우스 홈페이지에 관리 업체별 단독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홈페이지 연결          관리물건 홍보          업체연락처 노출



매물 상세페이지 내에서도
관리업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

이용자 화면



온하우스 B2B 관리자 계정으로
쉽고 편한 공실관리를 만나보세요!

대표전화 : 1600-8889   /    카카오톡 채널 : 온하우스(전국)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biz@onhouse.com  /  1600-8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