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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콘텐츠 커뮤니티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일하고, 성장하는 이들을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입니다. Connect. People. Business.를 모토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을 기반으

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람과 기업을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콘

텐츠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의 저변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기

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대형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장 리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

문입니다.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는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고,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서울프라퍼

티인사이트는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중 받고 환영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야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교감하

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는 콘텐츠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

업용 부동산 시장의 커뮤니티를 꿈꿉니다.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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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WORK FOR

Industry Related Worker

유관 산업 종사자

리테일러, 로컬 크리에이터, 

유통업계, 호텔업계, 

물류업계, 

IDC, IT 업계 등

Space Business Industry

공간 비즈니스 업계

공간 기획자, 

공간 운영 사업자, 

건축업계, 디자이너, 

인테리어 업계 등

Real Estate Industry Worker

부동산 산업 종사자

자산운용사, 디벨로퍼, 건설사, 

증권사, 금융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컨설팅사, 회계법인, 

감정평가사, 프롭테크, 

리서치 회사, 임대 에이전트 등

기관투자자, 

외국계투자자, 

개인투자자 등

Investor

투자자



SERVICES

상업용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온/오프라인 교육 및 

회사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ducation

교육

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가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시장 발전과 

개인의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에 기여합니다.

Career

커리어

시장 이슈 및 트렌드를 주제로 전문가의 

시각과 해석을 만나볼 수 있는 각종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Event

이벤트

오디오/비디오 팟캐스트, 뉴스레터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 시장 내 이슈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Issue Update

이슈 업데이트

상업용 부동산 전문 콘텐츠 에디터와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필진이 다양한 시장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아티클을 제공합니다.

Article

아티클

다양한 주제의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Community

커뮤니티



SERVICE CHANNEL

인재가 곧 경쟁력 입니다. SPI는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턴십, 직무교육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가능합니다. 또한, 세미나, 특별 세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SPI SCHOOL & EVENT
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국내 유일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팟캐스트 ‘고병기 기자가 들려주는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서로 필요한 이들을 연결합니다.

PODCAST
팟캐스트

수많은 시장 리포트 중 꼭 읽어야하는 리포트를 큐레이션 하여 제공합니다.

시장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읽어보세요.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스페셜 유료 리포트도 제공합니다.

RESEARCH REPORT
리포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인/구직 현황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채용을 돕겠습니다. 

백오피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인사 관련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SPI JOBS
인사 관련 서비스

시장 이슈와 인사이트를 담은 상업용 부동산 

전문 뉴스레터를 제공합니다.

NEWSLETTER
뉴스레터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시장 전문가들의

살아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COLUMN
전문가 칼럼



| 단위 : 원 |

개인 법인 20 법인 50 법인 100 법인 200

월 정기구독 20,000 200,000 500,000 1,000,000 2,000,000

1년 구독 200,000 2,000,000 5,000,000 10,000,000 20,000,000

| 단위 : 원 |

MEMBERSHIP 월 정기구독 혜택

MEMBERSHIP
전용 콘텐츠 이용

● ● ● ● ●

개인 멤버십 제공 1개 10개 25개 50개 100개

MEMBERSHIP 1년 구독 혜택 (MEMBERSHIP 월 정기구독 혜택 포함)

SPI SCHOOL
강의 할인

10% 10% 10% 10% 10%

SPI EVENT 할인 10% 10% 10% 10% 10%

다운로드 콘텐츠* 할인 20% 20% 20% 20% 20%

구인 포스팅 -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PARTNER 콘텐츠** - - 1회 무료 2회 무료 4회 무료

세미나 및 네트워킹
이벤트 초대

- - 1인 무료 2인 무료 4인 무료

SPI NEWSLETTER
고정 배너

- - - - 1개

* 구매 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리포트,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상품

** PARTNER 콘텐츠는 개별 진행이 가능합니다. (1회 3,000,000원 부터)

MEMBERSHIP
SPI의 전문 콘텐츠 및 서비스는 MEMBERSHIP 회원에 한해 제공됩니다.

적합한 구독 플랜을 선택하시고 깊이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부가 혜택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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