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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타트업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

기 위해 형성된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 단계의 동적 조직이며, 주로 첨

단기술 및 창의산업과 관련되어 지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스타트

업에게 물리적 환경은 주요 비용 지출 대상인 동시에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가용 자원이다. 창업활동과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

는 주로 법인 설립 이후의 정적인 상태에 이른 기업에 대해 보다 광범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반 면, 본 연구는 기업으로서 스타트

업의 범위를 법인 설립 시점 이전의 조직 형성과정을 포함하여 인식하

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에 입지한 스타트업이 공식적 기업으로

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조

사하였다.  

이론적인 창업 발생 요인은 창업 경험의 누적과 빈도 등의 사회 

구조적요인과 창업자 개인의 높은 기업가 정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

업으로서 스타트업은 제한된 합리성 극복을 위해 협업하여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경제적 조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조직

수준에서 다른 주체들과 복잡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네

트워크 구조의 배태성을 통해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빠르게 정보를 확

산시키며 보다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갖는다.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스타트업은 혁신의 전제로서 다양

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고 조직 수준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면접촉의 기회가 필요하며, 

별도의 복잡한 생산시설을 요하지 않으므로 적은 면적을 차지하여 보다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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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애주기에서 스타트업의 시간적 범위에는 법인 설립시점 

이후의 초기 성장기뿐만 아니라 법이 설립 시점 이전에 창업에 관심 있

는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면서 조직을 형성하는 조직형성단계 및 창업준

비단계를 포함하여 인식하여야 보다 스타트업의 동적인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이해할 수 있다. 조직형성단계 관련 행사로는 개인들이 직접 

협업 체험을 통해 미래의 동업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워

크샵형 행사나 강연 등이 있다. 이후 창업을 목표로 보다 공식적인 조

직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창업준비단계는 약 3-4 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불확실성이 가장 크면서도 조직의 핵심역량의 집중이 요구되므로 이 시

기의 예비창업자는 육성과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이 시기에 스타트업

의 빠른 성장을 위하여 벤처 캐피탈과 창업육성 프로그램과 같은 모험

적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창업 초기의 전용 업무 공간은 조직 외적으로부터의 정당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절차적 필요성과 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

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실용적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갖

는다. 또한 기업은 초기일수록 정보에 민감하여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

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성장함에 따라 임대료와 집적에 의한 외부효과

에 대한 의존도의 변화하여 초기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은 보

다 다양한 특성을 갖게 된다. 

스타트업의 창업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접근성이 높은 공간의 가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평

가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는 임시 단계이기에 물

리적 접근성이 높은 공간의 점유는 접근 권한이 분화 되는 방식으로 활

용된다.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에 보다 다양한 사람이 임시로 접근하여 

업무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형의 공간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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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반영한다.  

둘째, 스타트업은 조직의 구성과 규모의 변화 속도가 빠르므로 

보다 코워킹 스페이스, 인큐베이터 오피스, 또는 재임대 제도와 같이 유

연한 공간의 점유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임대 기간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상충하며, 스타트업이 보다 업무공간 변경 비용을 절

감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의 공간과 시간적 단위가 보다 줄어들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스타트업에게 대면접촉은 첨단 산업의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 전달 효율과 구성원들을 실체적 존재로 확립하는 효과를 제공하여 

생산 효율과 조직의 암묵지 형성에 기여한다. 스타트업은 조직의 발전 

단계와 업종의 특성상 긴밀한 상시적 의사소통을 요구하여 열린 건축 

평면을 선호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개인의 집중과 프라

이버시가 요구되어 업무 공간에 선택적 개방성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업무 공간에서 아날로그 매체를 통한 시각적 정보 공유를 선호하며, 공

간의 디자인과 사용 방식이 초기 조직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넷째, 스타트업은 주로 첨단 산업으로서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

설이 단순하여 다양한 용도의 도시공간과 결합하여 복합용도 공간을 형

성한다. 최근의 기술이 도시의 기존 산업에 결합되는 방식의 창업이 증

가함에 따라 기존 집적지 외에도 다양한 도시와 지역에서 독특한 문화

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중심지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용도의 공간의 인접은 지식노동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또

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무척 빠른 일과시간을 보내게 되어 일상적 공

간의 물리적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작은 규모의 다

핵화된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스타트업은 본격적인 정보 통신사회로 진입하여 지식의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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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협업 방식이 보다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생산 

방식의 변화의 표현 방식이다.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물리적인 공간은 이러한 생산 활동의 가장 필수적인 배경으로서 

향후 건축과 도시 공간 계획에 이러한 동적인 조직의 특성의 반영이 필

요하리라 예상된다.  

 

 

주요어: 스타트업, 오피스, 첨단산업, 기업 입지, 유연한 점유, 조직이론 

학번: 201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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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창업은 기술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며 혁신을 주도해왔다. 

특히 최근 5 년 동안은 제 2 의 벤처붐으로 불려질 만큼 지식기반 

첨단기술 및 창의산업의 창업이 양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수익을 내는 신생 기업은 주로 스타트업(Startup 

Company)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스타트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여 최근 

장기 경제 불황을 탈출을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으며 항상 진화하는 상태인 동적인 

조직이다.  또한 지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므로 조직과 인적자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기업형태와 다른 스타트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특성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특히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은 주요 비용 지출 대상인 동시에 최신 

정보 조달과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하나의 완결된 조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가용 자원이기도 

하다.  

 창업과 공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업의 생애 

주기에서 창업 이후의 특정 시점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 

상태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전자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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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간의 범위는 도시와 국가를 넘어 확장되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오히려 몇몇 대도시와 일부 한정된 지역에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창업의 중심지는 현재 점차 다른 지역으로 이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 공간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기업의 가치 창출 방식과 

투입 자원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공간적 범위에서의 분포뿐만 

아니라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공간의 역할과 이용 

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타트업은 기업가가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에 도달하는 과정, 즉 창업 

준비단계의 결과물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관찰하여야 스타트업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형성과 가치 창출 과정에서 공간의 역할과 

이용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범위를 공간적으로 도시에서 건축 및 실내공간까지 

확대하고, 시간적으로 창업준비단계에서 스타트업의 발생 시점, 그리고 

초기기업단계까지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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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는 전반부의 기업체 현황 조사 및 시험 인터뷰, 가설수립과 

후반부의 심층 인터뷰 및 가설 확인 순서로 이루어졌다. 기업체 현황 

조사에 앞서 먼저 첨단산업의 입지와 관련한 문헌 및 보고서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지역의 상관관계, 

혁신창출과정, 조직이론, 국내 창업보육센터 현황, 국내 벤처의 역사에 

관한 기존 논의를 먼저 살펴보았다. 또한 초기 창업자들을 4 회의 시험 

인터뷰를 통하여 심층 인터뷰 질문 항목과 가설을 구체화 하였다. 

 

 

 
그림 1-1. 서울의 스타트업 지도 (http://here-iam.net/startupma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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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현황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업력 5 년 전후의 스타트업 

153 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2 년간 국내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임원기 기자의 ‘한국의 스타트업’ 연재 인터뷰를 

참조하여 2012 년 5 월 중순부터 6 월까지 약 120 여개의 조사 대상 

기업 목록을 작성하였다. 각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주소와 

주요 제품을 파악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구글 퓨전 

테이블(Google Fusion Table)과 Html 을 활용하여 ‘서울의 스타트업 

지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1

 이 웹사이트가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플러그인(Plug-in) 기능을 통해 

알려지면서 기존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던 스타트업에서 등재를 

요청하면서 목록이 확장되었다. 이후 2012 년 9 월까지 30 여 개의 

기업이 추가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기업정보 서비스에 

등재된 기업들에 한하여 기업 정보를 추가로 획득하였다.
2
 

 

표 1-1. 참여 행사 목록 

위치 행사명 날짜 

종로구 종로 1 가 환경을 벤처하다 11/03/2012 

인천시 송도 뉴욕 주립대 스타트업 윅켄드(Startup Weekend) 9 회 11/09/2012 

강남구 삼성동 도시락 수요일 11/14/20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구글 인터넷 개방성 포럼 01/15/2013 

                                       
1 서울의스타트업지도, http://here-iam.net/startupmapseoul 
2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정보서비스 코참비즈 (www.korchambiz.net) 에서는 매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연간 종사자수, 설립시기, 사업장 이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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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산업의 공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인 연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창업자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2 년 10 월 

말부터 12 월 초까지 창업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15 개의 

스타트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여 입지 및 실내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고, 

건물의 용도와 규모는 건축물 대장을 참조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강연회와 워크샵(Workshop)에 참석하여 업계 현황과 네트워크를 

관찰하였으며, 제품 생산 과정의 일부를 직접 체험하였다. 



  

- 6 - 

표 1-2. 인터뷰 기업 목록 

직원수 

(명) 

창업 

연도 
사업장 위치 

오피스 

개수 
제품 / 서비스 

응답 

방식 
날짜 

4 2011 마포구 성산동 1 컨텐츠 제작, 사회공헌 프로젝트 협업 인터뷰 05/18 

2 2011 마포구 서교동 1 웹사이트 구축, 사회공헌 프로젝트 협업 인터뷰 10/12 

9 2010 강남구 역삼동 5 
기업 및 비영리단체와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협업 

Coworking space 운영 
인터뷰 11/07 

6 2010 강남구 신사동 3 사회공헌 관련 협업 인터뷰 11/13 

10 2011 강남구 역삼 1 동 2 온라인 농산물 판매 인터뷰 11/14 

3 2012 서초구 양재동 1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모바일 플랫폼 기획 인터뷰 11/14 

35 20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2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 인터뷰 11/11 

6 2011 강남구 도산대로 신사동 4 모바일 패션 SNS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터뷰 11/15 

10 2011 강남구 논현동 3 제휴 적립 서비스 인터뷰 11/15 

6 2012 관악구 서울대학교 35 동 창업가정신센터 1 추첨식 적립 광고 플랫폼 인터뷰 11/13 

6 2011 서초구 서초동 2 클럽 파티 및 문화 컨텐츠 기획 인터뷰 11/22 

3 2012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1 온라인 데이트 매칭 서비스 인터뷰 11/22 

6 2012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1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 인터뷰 11/23 

4 2008 강남구 삼성동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설문 10/29 

3 2012 마포구 서교동/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설문 11/11 

3 2012 - 0 월간 정기 간행물 발행 설문 11/20 

2 2008 성북구 성북동 2 공공디자인, 건축설계, Coworking space 운영 인터뷰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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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타트업의 정의 및 현황 

1.   스타트업의 정의 및 업종 

1)  스타트업의 정의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명칭은 1990 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2000 년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었던 닷컴버블(dot-com bubble) 시기에 

영미권 국가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보다 널리 쓰였던 

‘벤처기업’의 의미와 유사하다. 최근 스타트업의 정의는 여러 문헌에서 

조직의 특성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는 Steve Blank 의 스타트업을 “제품 개발과 

시장조사단계에 있는 반복 및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디자인된 신생 임시조직”이라는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3

 특히 

닷컴붐 이후 최근의 벤처기업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관련 첨단기술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술의 등장을 통해 

첨단기술의 효용범위가 일반 소비자와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Rise(2011)는 스타트업을 

“극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 

                                       
3 Steve, B. (2012, March 5), search versus execute, Retrieved from 

http://steveblank.com/2012/03/05/search-versus-execute 에서 인용하였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startup company or startup is a company or temporary organization 

designed to search for a repeatable and scalable business model. These companies, 

generally newly created, are in a phase of development and research for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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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사람들의 조직”으로 소개하였다.
4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창업 투자 및 보육기업중의 하나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y)의 공동 창업자 폴 그레이엄(Paul Graham)은 그의 

에세이에서 스타트업의 본질을 빠른 성장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5
 이와 

같은 최근 등장한 스타트업의 정의에 대한 논의의 공통점은 불확실성, 

혁신, 변화가 큰 조직, 그리고 첨단 기술 관련 업종을 가리킨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1990 년대 말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벤처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쓰인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대동소이한 개념이다.
6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업 활동에서 연구개발의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으로 요약되는 특성을 갖는다.  

표 2-1.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미국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 년 미만인 기업” 

OECD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 의 주요 요인인 기업” 

                                       
4 Ries, E.(2011), Lean Startup, New York : Crown Business, p.27.에서 인용하였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startup is a human institution designed to create a new product 

or service under conditions of extreme uncertainty”  
5 Graham, P.(2012), Startup = Growth, Retrieved from 

http://www.paulgraham.com/growth.html 
6 ‘벤처기업’이라는 명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제정 이후 각종 제도

와 협회의 명칭에 포함되면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2000 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는 유사한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와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혼용되

거나 최근 들어 후자가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출처: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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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날의 스타트업은 약 10 여년 전의 국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과 비교할 때 조직의 구성과 생애주기, 문제 

인식과 해결 방식, 업종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불확실성의 적용 범위를 신규 제품과 서비스를 

내어 놓는다는 사실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아가 조직 자체의 

임시성과 동태적 성격으로 확장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첨단기술과 

디자인, 인문학까지 보다 다양한 지식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 

인식 및 해결방식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조직에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협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동태적인 과정은 

스타트업의 조직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의해 정보와 인적 자원이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스타트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임시적이고 성장과 수축의 속도가 빠른 가변적인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은 1 인 창조기업과도 다르다. 1 인 창조기업은 

프리랜서의 개념과 더 가깝고 주로 예술이나 소프트웨어개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7
 혼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양한 관점을 통한 

검증이 부족하여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창업 유경험자들 또한 

세 명을 스타트업을 결성하기 가장 적절한 팀의 규모로 제시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많이 모여있는 해외 도시의 경우 이러한 프리랜서들이 함께 

업무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업자를 찾을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나 다양한 모임 행사를 통해 개인들이 

모여 팀을 결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활발히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7 1인창조기업의 정의는 「1 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제 2조에 의하여 “창
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 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

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된다. 



  

- 10 - 

2)  국내 법적 정의 

현재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스타트업’이라는 기업 형태의 특성은 

국가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정의 된 ‘벤처기업’의 특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 가지 기준 중 1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으로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벤처공시제도의 벤처유형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어 벤처공시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공시된 

벤처기업은 세제, 입지, 금융, 특허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벤처 기업 창업자들에게 세제 감면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표 2-2. 벤처지정기업 유형별 비중 

구분 업체수 비율(%) 

벤처투자기업 629 2.27 

기술평가보증기업 24450 88.15 

기술평가대출기업 1114 4.02 

연구개발기업 1482 5.34 

예비벤처기업 63 0.23 

총계 27,738 100.00 

 

현행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지정되는 벤처기업은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스타트업의 동향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 대상으로 가능하여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 최근의 스타트업이 첨단기술이나 창의산업과 관련된 업종인 

출처: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2012 년 9 월 기준) 



  

- 11 - 

것과 대비하여 국내 벤처확인제도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업종을 

포함한다. 또한 벤처유형 중에서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보다 진정한 의미의 벤처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의 비율은 

2.27%에 불과하다. 8  전체 벤처지정기업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벤처유형인 기술평가보증기업인데,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해 5% 이상의 

대출금을 조건으로 하고,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인증이 가능하여 투자를 

충분히 유치하여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에게도 대출 실행을 강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현숙 외, 2012) 

표 2-3. 벤처지정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제도 

입

지 

실험실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 제곱미터 이하) 
벤특법제 18 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기

업에대한도시형공장

등록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 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 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특법제 18 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특법제 21 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

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 조 

세

제 

지원대상 창업후 3 년이내 벤처지정 완료 업체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1 항, 2 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 년간 50% 세액감면 

취득세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 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 조 3 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 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

121 조 

                                       
8 2012 년 9 월 공시된 벤처지정기업 기준 

출처: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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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벤처확인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요함) 

유형 1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5 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 2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 제 1 항 2 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 년이상 기업: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 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별표 1』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 년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 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사업성평가표 65 점 이상) 

유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기술보증기금 

기보로부터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 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유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 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유형 5 

예비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상기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출처: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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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의 주요 업종 

스타트업은 통상적으로 첨단기술과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하지만 최근의 창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미디어와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디자인과 사용성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게임과 같은 여가와 관련된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첨단기술과 창의산업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1,2 차 산업에서도 가능하지만, 첨단기술과 창의산업은 다른 

업종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빠른 성장 속도가 기대되기에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의 본질에 더적합하기도 하다. 또한 스타트업은 

혁신을 바탕으로 고성장과 고부가가치를 목표로 하기에 단순히 

대기업의 제조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는 상대적인 규모로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서울의 스타트업 지도 10 를 통해 수집된 2012 년 현재 서울에 

위치한 스타트업은 표 2-5 와 같은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5. 서울시에 입지한 스타트업의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639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2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910 뉴스 제공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290 기타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9 Wikipedia, Startup Company, Retrieved from 

http://en.wikipedia.org/wiki/Startup_company 
10 서울의 스타트업 지도, http://here-iam.net/statrupma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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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 및 선행연구 

1)  해외 현황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를 

중심으로 하는 실리콘밸리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70 년대 반도체 

산업이 태동하기 전에 이미 국방산업과 관련한 연구자금을 집중 지원 

받았으며, 스탠포드(Stanford) 대학을 중심으로 고급 연구인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Saxenian, 1981) 

실리콘밸리 성장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스탠포드 대학은 

하원 의원이자 철도 재벌이었던 스탠포드 부부(Jane and Leland 

Stanford)가 아들의 죽음을 기리며 대규모 토지를 기부하며 세워지게 

되었다. 이 토지는 규모가 무척 방대하여 아직도 절반 이상이 

미개발지로 남아있는데, 기부 당시 매매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11 2 차 대전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스탠포드 대학은 

도시와 인접한 대지의 상당부분을 수십년의 장기임대를 조건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Hewlett-Packard, General Electric 와 같은 

첨단기술관련 기업들에게 임대하는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Stanford 

Research Park)를 열었다. 이곳을 기점으로 실리콘 밸리의 첨단 

기업들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었고, 산학협동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에 앞장서는 혁신과 시장을 연결하는 근원지로 실리콘밸리의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1990 년대 말 ‘닷컴붐’으로 

                                       
11 Stanford University, History of Stanford, http://www.stanford.edu/abou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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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인터넷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이루어져 뉴욕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인터넷 관련 산업의 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 년대 초반 거품이 사라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지만, 

지역의 첨단산업과 관련된 누적 경험과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 생산체계는 잔존하였다. 2000 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실리콘 밸리는 다시 전세계에서 가장 관련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중심성을 유지하기에 이른다.  

2012 년 기준 미국에서 스타트업의 중심지로서 실리콘밸리 

지역을 뒤쫓고 있는 도시는 뉴욕과 보스턴이다. 12  이들 지역은 명문 

대학과   밀집했으나 첨단산업과 관련한 스타트업 밀도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하지만 기술의 양상이 

보다 융합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기존 고급 

인력과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 2 의 스타트업 중심지로서 

경쟁적으로 성장중이다.13  

 

2)  국내 현황 

 국내에서 벤처기업은 주로 1990 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1990 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시기의 대량 실직사태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급증한 잠재 인력들이 전세계적인 닷컴붐을 타고 

급성장하여 대한민국이 정보통신강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주역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벤처기업특별법(1997)이 제정되어 국가 

                                       

12 Silicon Valley, London, NYC: Startup Genome Data Reveals How The World’s Top 

Tech Hubs Stack Up (2012.4.10.) Retrieved from 

http://techcrunch.com/2012/04/10/startup-genome-compares-top-startup-hubs 
13 (2011.11.20)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1/11/20/nyregion/technology-footprint-star
ting-up-in-new-y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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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벤처 산업이 장려되었고,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국내 벤처 1 세대의 네트워크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1990 년대 말 

국내에서 광통신 인터넷이 가장 먼저 매설된 테헤란로 인근의 

오피스들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의 입지로 선호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서울벤처밸리’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2 호선 

서초역과 삼성역 사이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가 불리우면서 국내 

벤처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4

 

국내에서 벤처기업의 공간과 관련한 연구는 벤처기업의 수가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요인과 분포상황, 

벤처집적 단지 또는 시설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시 벤처기업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국내 벤처산업의 활동이 활발했던 2000 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 박경환(2000)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네트워크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서울시 

벤처기업의 네트워크는 국지적으로 각각 업종과 국내외 네트워크의 

형성 수준이 다르며,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간구조의 

탈중심화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기정훈(1997) 강남에서 

개발시기가 늦고 개발수요와 무관한 저층위주의 건물의 대량 공급으로 

임대료가 낮아 벤처기업이 밀집하였던 양재, 포이동 일대를 대상으로 

벤처기업간 네트워크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간 

네트워크는 창업자들의 이전 근무지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일 지역 내의 벤처기업간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오정윤(2000)은 강남구를 대상으로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입지요인을 관련 인력의 집중과 정보획득의 

용이성, 정부 정책의 영향 등으로 파악하였다. 권용주(2002)는 구로의 

                                       

14 김대영(2000), “서울시 벤처기업의 분포특성과 입지요인”,「한국지리교육학회」, 34 권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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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강남의 서울벤처밸리에 입지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요인을 비교하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입지요인은 

주로 저렴한 임대료와 정책 혜택에 기인하였으며, 기존 구로공단에서 

전환된 지역의 특성상 주변 입지 업체가 성숙기에 이른 제조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반면 서울벤처밸리는 자금조달 및 정보획득, 사업관련 

서비스 업종의 인접 등 벤처기업에게 유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점이 주요 입지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벤처입지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도 2000 년대 중반 이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갑성,1998; 박용규와 강신겸;1997, 전외술과 

곽병한, 2000; 양현봉과 박종복,2005) 김갑성(1998)은 한국 벤처 기업 

지원 방안으로 창업 보육 센터 사업의 매니저 향성 및 공공 벤처캐피털, 

공대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전외술과 

곽병한(2002)은 벤처 입지 정책의 일환인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실태와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생산성과 업무 시설에 대한 만족 요인을 

입주업체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와 저렴한 임대료, 공용 공간 

등으로 파악하였다. 양현봉과 박종복(2005)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이 밀집한 홍릉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곳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 신산업 혁신벨트 사업계획과 관련되며, 신기술 창출기반 확충, 

산학협력 강화, 자금 지원 기반 확충 등의 입주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00 년대 초중반 이후 생존한 벤처의 수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구분이 다소 모호해지는 듯 

하였다. 1990 년대 말에 마련된 여러 가지 벤처 관련 정책은 시간이 

지나도 개정되는 수가 적었고, 벤처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적용 범위도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국내 산업구조다 점차 대기업의 확장적 

경영방식에 유리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반이 없는 벤처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살아남기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벤처 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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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와 관심이 하락함에 따라 이 시기의 연구 결과물도 함께 

양적으로 감소하였다.  

1997 년 8 월에 마련된 벤처특별법시행령을 통해 벤처빌딩 건립 

지원 정책이 등장하였다. 이에 필요한 국유지는 공시지가로 매각되어 

최대 20 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최대 20 년의 임대기간 동안 

국유지를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율은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가액의 

0.5%로 정해졌다. 또한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물에 입주할 수 있다.15 

벤처빌딩은 1997 년 벤처특별법이 등장하면서 공동 연구나 판매, 

정보공유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금융이나 언론 관련 업종이 

같은 건물에 입주시켜 기업당 매출액대비 20%의 시너지 효과를 

전망하며 추진되었다. 벤처기업협회의 주도로 1996 년 말부터 

벤처기업들의 입주 공간을 확보하여 부동산 임대료가 연구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서울시를 설득한 결과 학여울역 인근의 

서울시 보유 부지를 대상으로 빠르게 추진되었다. 하지만, 곧 이듬해 

IMF 경제위기로 계획이 중단되었고, 오피스 공실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서울시와 산업공단이 임대하거나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사옥을 매입하여 벤처집적시설로 지정 받음에 따라 벤처기업을 위한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16 

 약 5 년 전부터 모바일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계기로 국내 벤처산업은 제 2 의 도약기를 맞게 되었고, 특히 

2012 년은 국내에서도 신생 첨단기업들의 발생과 투자 성공사례, 

인수합병사례가 급격히 늘어나 향후 관련 분야의 확대를 기대되는 

원년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 이민화 외(2006),「한국벤처산업발전사」, 서울: 아르케, p.79 
16 앞의 책, p.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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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스타트업의 이론적 특성 

1.   창업의 발생 요인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발현의 척도를 창업으로 볼 때, 

누적 창업 횟수가 많은 경우 추후 더 많은 창업이 예상된다는 입장은 

기업가 정신을 사회 구조의 산물로 해석한다. Wagner 와 

Sternberg(2004)는 벤처 통계자료를 통해 독일에서 창업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창업 빈도가 많음을 밝혀냈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사회 구조적 산물로 해석하는 관점은 

조직생태론적(Population ecology) 관점의 연장선에 있다. (Hannan & 

Freeman, 1977) 창업에 대한 조직생태론적 접근으로서 

김선혁신동엽(2011)은 20 세기 한국 영화 산업에서의 창업 요인을 

벤처산업의 발생 빈도를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조직군 수준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조직의 새로운 정보에 대한 학습 능력은 과거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관련 누적 투자 경험에 비례한다는 사례 또한 지역 

수준의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지지한다. (Cohen, 

1990) 미국 동부의 Route 128 지역과 실리콘밸리 모두 반도체 2 차 

대전 시기에 국방 산업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 관련 투자를 집중적으로 

받았고, 이것이 추후 첨단산업의 인프라로 작용하여 산업의 변화에 

지역이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대한 사회적 경험의 누적이 관계 있음을 암시한다. 

(Saxenian, 1994) 

기업가 정신의 발현의 요인을 창업자 개인의 역량으로 보는 

입장은 주로 창업 누적 경험이 적은 지역에서 검증된다. 외부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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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할수록 위험을 감수하려는 기업가적 지향성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현덕 외, 2012) 이러한 결과는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능력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또한 

창업자 본인의 능력이 높고 사업 방향이 정부 정책과 일치할 경우 

벤처기업이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이 국내 연구에서 

검증되기도 하였다. (이상천 외, 2008) 국내 벤처지정기업의 창업자들은 

응답자의 60% 이상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47.2%가 이 전 

직장에서 기술개발분야의 업무경력을 갖고 있으며 88.3%가 다른 

보육기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업하였다. 17  이를 통해 국내 

창업의 계기는 일부 이 전 직장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창업을 통해 실현해보려는 의도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정훈(2007)은 고급 노동력의 공간적 분포와 

벤처기업의 입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지역 교육 수준이 높은 

경기도와 수도권지역, 그리고 대전/충남지역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창업을 통해 발현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개인의 기업가 정신은 지역의 교육수준이나 관련 

기업에서의 경력의 영향을 받은 사회 구조적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의 

1997 년 외환위기와 미국의 2008 년 경제위기, 핀란드의 

노키아(Nokia)의 몰락에 따른 대량 해고 및 실직은 시장에 고급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창업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18  

 

 

                                       
17 (사)벤처기업협회회(201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p.148 
18 노키아(Nokia)는 브릿지(Bridge)라는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팀 구성을 돕는 퇴

사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unden, I.(2012.7.10.), Nokia Bridge, Tech 
Crunch, Retrieved from http://techcr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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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으로서의 특성 

1)  경제적 협력 관계 

기업은 다양한 주체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생산성 극대화를 

위하여 협력하는 경제적 생산 조직으로서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Alchian & Demsetz, 1972) 기업은 개별 생산주체의 역할은 

전문화(Specialization)하고 이들 사이의 조정과정을 전담하는 

관리자(Manager)의 역할을 분화함으로써 협력적 생산과정(Team 

Production)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한 조직이다. 기업의 관리자를 

통해 보다 높아진 생산성이 관리자 역할에 의한 비용을 초과하여 

잉여수익이 발생할 때 조직단위의 관리자 역할의 필요성이 설명된다. 

(Taylor, 1998/1991) 기업이 고정적 업무공간을 갖는 것은 협력적 

생산과정을 위한 관리활동의 일부이며 조직 관리비용으로서 임대료의 

지출은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정당화가 

가능하다. 기업이 고정 장소 점유를 통해 조직의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경제적 협력체계로서 자연스러운 선택이며, 이는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더라도 자본화된 외부효과를 극대화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두 가능하다.  

기업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Simon, 1997/1945) 특정 물리적 

위치로의 집중을 통한 외부효과(Marshall Externality)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우위를 차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Porter, 2008) 이는 기업이 조직 수준의 전략으로서 집적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현상의 이론적 배경이며,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 물리적인 집적과 지리적 인접을 통한 외부효과의 종류와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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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는 변화한다.  

구조적 상황이론(Structural Contingency Theory)에 따르면 

조직의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규모, 전략, 환경, 기술을 포함한 상황변수 

도 생산 방식의 일부로서 조직의 효율성(Organizational 

Effectivenes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면 

경쟁자들의 생산기능이 대등할 때 적합성(Contingency)만이 실질적 

경쟁 요소가 된다. (Thompson, 1967) 따라서 기업의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으로서 입지와 업무공간에 대한 선택은 이러한 적합성의 

일부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황이 급변할 때는 조직의 

전략에 절대적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적합한 것 

(Environmental Fitness)이 최적의 대안이 된다. 불확실성이 높은 

스타트업에게 입지는 이러한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로서 의의를 

갖는다.  

신생기업은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제한된 합리성 극복을 

위해 정보를 공급받기 용이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생존에 

적합한 반면 규모가 큰 기업에게는 임대료가 저렴한 교외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전략일 수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더라도 그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이 풍부한 

도시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도 있다. 19  스타트업의 불확실성과 

결합하여 성장단계와 업종에 따라 기업의 입지와 업무공간에 대한 

수요는 보다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19 Florida(2008)는 창조계급이 원하는 환경적 특성을 규명하며, 창조적인 계급의 비중
이 높고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생산성이 높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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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관계 

조직을 구성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총체적인 구조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개인들 사이의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동기부여를 

포함하는 보다 사회적 관계로서 기업의 속성을 설명 할 수 있다. 

(Simon, 1945) 제도(Institution)로서 조직은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유의 대응 방식(Routine)이 모여 하나의 체계(System)가 된 것이다. 

자원준거이론(Resource Based View)에 의한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직의 생산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별 요소로 환원할 수 없는 조직수준의 전략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제도로서 조직의 기능은 기업내부와 외부에서 각각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집단이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원을 

활용하고 외부환경에 대응하는데 독창적인 방식(Core 

Competence)으로 발현된다. (Selznick, 1957) 예를 들어,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은 부품과 생산시설은 조직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직접 부품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최적화된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주문자상표 부착(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전략을 통해 만들어졌다. 구글(Google)은 일상 

업무시간의 20%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탐구하는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할당하는 독창적인 자원분배방식을 지메일(gmail)과 

같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통로로 활용한다.
20

 이케아(Ikea)는 

매장이 교외지역에 위치하며 대형 창고형 매장에서 고객이 선반에서 

직접 가구를 꺼내고 조립하게 함으로써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가구를 공급한다.
21

또한 미국의 온라인 신발 판매 기업 

                                       
20 Wikipedia, Google, http://en.wikipedia.org/wiki/Google 
21 뤼디거 융블루트, 배인섭(역)(2006) 「이케아」, 서울: 미래의창, p.2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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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스(Zapos)의 딜리버링 해피니스 (Delivering Happiness)(Hsieh, 

2010)나 한국 현대카드의 프라이드 (Pride)(현대카드 외, 2012)처럼 

기업은 구성원들의 행동 규범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특히 조직의생활 규범은 생산 전략보다 

포괄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며,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생산방식의 

효율성이나 보상을 넘어 기업 자체에 대한 매력요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인적자원이 중요한 지식산업에서 그 가치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내재한 개인 또는 기업간 네트워크 관계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기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친다.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시장 가격으로 

측정되는 경제적 계약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입장의 자유방임주의 

고전적 시장 상태(atomic, Neoclassical free market)또는 지나치게 

결속된 상태(over-socialized)의 극단을 제외하고 사회에 기본적으로 

내재하는 배태성(embeddedness)의 영향으로 신뢰가 발생하며 이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Granovetter, 

1985) 이러한 사회적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는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경향을 갖게 하므로 스타트업의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Uzzi(1997)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뉴욕 패션제품 생산 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배태성을 전제로 잠재적 거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적 계약관계의 

이해관계가 아닌 보다 통합적인 수준에서 자원분배의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파레토 균형(Pareto improvement)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상호 호혜적 의사결정은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복잡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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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구성원들의 연결망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척도로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중요하다. 22 

정승화이경묵(1998)은 미국 증권회사의 증권 인수단 (Syndication) 

형성 과정을 실증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인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제휴 대상 선택 요인으로서 직간접적인 경험 

공유를 통하여 형성된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남기범(2003)은 서울벤처밸리 지역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 모임이 존재하여 10 년여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업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제도화 되어있다고 설명하였다.  

기업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지역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Granovetter(1973)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한 유대관계(Weak 

Ties)에서 더 높음을 밝혀 광범위한 사회적 연결망의 효용을 

제시하였다. 보스턴의 루트 Route)128 지역은 첨단산업 부문에서 

실리콘밸리 지역보다 우수한 대형 기업을 먼저 보유하였지만,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의 적용이 개별 회사에 국한되어 경쟁 관계를 이루었다. 

반면 실리콘밸리는 협력적 생산체계와 개방적인 인력 이동을 통해 

기업들이 각자 보유한 서로 다른 기술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기술의 학습효과가 보다 넓은 지역적 수준으로 

파급될 수 있었다. (Saxenian, 1994) 실리콘밸리 지역의 페이팔 마피아 

(Paypal Mafia)라고 불리는 한 성공적인 기업 출신의 기업가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투자와 멘토링, 새로운 스타트업의 창업을 하여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 공헌하고 있다. 23 

기업간 네트워크 구조는 스타트업에게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고 

                                       
22 로버트 퍼트남, 정승현(역)(2009),「나 홀로 볼링」, 서울:페이퍼로드, p.473-479. 
23 Wikipedia, Paypal Mafia, http://en.wikipedia.org/wiki/PayPal_Ma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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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태계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의미 있는 

개방형 혁신의 전제 조건으로서도 중요하다. Chesbrough(2002)는 

사내벤처제도와 조직 내외부의 경계를 넘어 실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빠르게 시장화 시키는 개방형 혁신을 소개하였다. 개방형 

혁신은 특히 외부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때 이른바 ‘선반 위에 미리 

얹어둔 프로젝트’에서 대안을 쉽게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제도를 통해 기업이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풍요로운 혁신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리빈과 

윤현덕(2012)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개방형 혁신이 벤처기업의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여 기술경쟁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함을 

밝혔다. 특히 경험적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신생조직의 경우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형 혁신은 크고 작은 조직에게 모두 

중요하다. 또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 산업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융합의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스타트업과 같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신생 조직은 

개방형 혁신의 주체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볼 수 있다. (Teirlinck 

& Spithoven, 2008)  

실리콘밸리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적 생산체계는 

외부 충격에 대해 완충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복잡한 네트워크는 

참여주체간 다양한 단축경로를 형성하여 정보의 유통이 빠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접한 각 주체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건강한 기능을 재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24

 닷컴버블이 사라질 때 협력적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실리콘밸리 지역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잔존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24Watts (2004)의 Small World, p.379-389. 911 테러 이후의 회복과정에 자발적인 복잡
한 네트워크의 효율이 묘사되어 있다.  



  

- 27 - 

기반이 없던 다른 도시에서는 위기에 더 빠른 속도로 산업이 

몰락하였다.25 부족한 정보를 조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열려있고, 

특정한 자원의 투입이 아닌 내재한 구조적 특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같이 불확실한 

초기기업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의 존재는 중요하다. 

 

3.   지식기반 산업으로서의 특성 

1)  다양성 

다양성은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Jane Jacobs(1961)는 

도시 공간을 점유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혁신과 보다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다양성의 외부효과(Jacobs Externality)를 

제시하였다. 26  이는 특화된 자원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클러스터 형성을 설명하는 고전적 경제이론의 외부효과(Marshall 

externality)와 대비된다. Richard Florida 는 게이지수, 보헤미안지수 

등으로 측정된 도시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도가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Florida, 2008) 

최근의 스타트업은 주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기술 

자체의 진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창업자들은 조직 

내부에 다양한 시각을 갖추어 미리 검증하는 것이 신생조직으로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많은 

                                       
25 Nagano (2000)가 소개한 뉴욕의 실리콘 앨리 지역의 주요 업체들은 2012 년 1 월 대

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없었다. 
26 제인 제이콥스, 유강은(역)(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서울:그린비, 
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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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의 전공 분야는 인문학과 사회학, 공학, 디자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서울에서도 제품에 첨단기술과 함께 문화적 

배경 융합이 요구됨에 따라 홍대와 신촌 지역에서 창업 빈도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업종의 다양성은 도시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8 년 경기 불황 

이후 주력 업종이었던 금융산업의 몰락으로 뉴욕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급상승 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풍부한 예술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와 결합한 형태의 첨단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포스퀘어(Foursquare)나 텀블러(Tumblr)와 같은 

소비와 문화를 다루는 스타트업들이 맨하탄의 오피스에 입성하여 그 

자리를 채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27 한 편, 경제위기를 겪는 동안 

단일산업에 지나치게 치중했던 디트로이트는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더 

빠르게 쇠퇴하였다.28 

 

2)  추상적 개념 전달과 협업 

지식산업의 생산과정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추상적이고 복잡하여 

의사소통 비용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의사소통 비용이 현저히 낮아졌지만, 전화와 이메일과 같은 수단은 

여전히 구술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식과 시차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식은 새로울수록 전달하는데 보다 잦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여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문자기반 수단을 통해 전달되기 어렵고 대면접촉을 요구하여 결국 

                                       
27 Bowles, J and Giles, D (2012) New Tech City. New York: Center for an Urban 

Future, p.26-35. 
28 에드워드 글레이저, 이진원(역)(2011), 도시의 승리, 서울:해냄, 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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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비용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도의 추상적 지식을 다루는 산업일수록 

제한된 합리성 극복을 위한 정보탐색의 과정에서 대면접촉을 통한 지식 

유출(Knowledge Spillover)의 가능성과 학습의 기회를 높이는 지리적 

인접(Proximity)이 중요하게 된다.29 

조직 안에서 추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은 협업의 

효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요하다. 특히 많은 스타트업에 

널리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여러 사람이 협업할 때 작업 

과정의 투명성과 진행 상태에 대한 공유가 업무 효율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애자일 (Agile)과 

스크럼(Scrum)같은 점진적   소프트웨어   개발   협업   방법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30 

통신 및 수송기술의 발달로 제조업의 생산시설과 콜센터와 같은 

노동 집약적 분야는 임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제 3 세계로 이동하였고, 

팟캐스트(pod cast)와 같은 무료 컨텐츠를 통하여 미국 유명 대학의 

강의가 이용 가능한 것처럼 교육의 기회도 다양해져 생산활동의 

네트워크는 공간적 범위를 보다 넓혀가고 있다. (Friedman, 2006) 

이러한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 집적지나 

명문대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움직임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대체 의사소통 수단이 극복할 수 없는 대면접촉을 통한 

추상적이고 문서화와 정량화가 어려운 암묵적인 지식(Implicit 

Knowledge)전달의 효율 때문으로 해석된다.  

 

                                       
29 Nardi, B.A. & Steve Whittaker, Hinds, P.M. & Kiesler,S. (ed.) (2002), The Place of 
Face-to-Face Communication in Distributed Work, Distributed Work, Cambridge:The 

MIT Press, p.83-110 
30 스크럼(Scrum)은 원래 Takeuchi, H. & Nonaka, I.(1986)의 일본 제조업의 지식창조

기업에 대한 방법론으로 등장하였으나, 이후 암묵지 전달의 효용이 인식되어 소프트웨
어 개발 과정에 널리 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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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수준의 학습은 개별적으로 환원되기 어렵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체계로서 내재되어 누적된다. 경험적 지식의 누적이 

부족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스타트업과 같은 조직은 지식을 축척하고 

새로운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직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식의 가치는 특허와 같이 보유량으로 평가 되는 

양적 지식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식 활용 방식이나 축척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생산성에 기여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Nonaka, 1994) 최영준유재욱(2006)은 단순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한 

지식의 주입은 생산성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으며, 지식 생산방식을 

포함한 기업활동이 포함되어 응용의 여지가 있고 파급효과가 높은 

경우에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다루는 지식의 특성을 

반영한 의사소통과 결정의 체계를 조직에 내재하는 것이 조직 구조의 

전략으로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단순한 시설과 이동성 

업무 공간과 관련한 최근의 스타트업의 특성은 인터넷에 

접속되는 개인용 컴퓨터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업종, 즉 ‘시설물과 

입지에 의존도가 높지 않은 업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업종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전용 시설 투입되는 매몰비용이 큰 제조업과 

비교하여 면적대비 생산성이 높아서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고 

가용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 주목 받고 있다.  

제조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이 거의 없는 지식기반 산업에서 

기업의 관리 비용은 인건비가 제조업에서 재고자산대비 비율보다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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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부동산 관련 비용에서 토지나 

시설물처럼 추후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이 아닌 현금으로 

지출되는 매몰비용인 임대료의 비중이 높은 재무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임대료에는 정보획득의 기회가 자본화되어 반영되므로, 정보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는 지식산업의 비용에서 정보획득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기반 업종의 기업은 입지에 

기인하는 외부효과를 제외한 물리적인 업무공간의 확장 및 축소, 

이전에 대한 비용 산정에서 면적이 작고 사옥 소유가 아닐 경우 

토지비용이 제외되므로 보다 업무공간 규모와 위치가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단, 최근의 첨단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는 전송속도가 빠른 

인터넷 접속 가능성이 기업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 1990 년대 말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지하였던 이유가 테헤란로를 따라 광통신망이 

시범적으로 설치되었던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1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지 않은 뉴욕시의 경우 

스타트업이 임대료가 높은 도심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옛 

공업지구로 이전을 희망하지만, 현재 인터넷 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설치 비용이 너무 높아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광통신망 

보급이 미비한 도시에서는 향후 스타트업의 입지 확장 및 분산을 위해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도시 물리적 공간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32 국내에서는 현재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유선 인터넷 접속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고, 

공공장소에서의 무선 인터넷 제공 여부가 고정 오피스 외의 업무공간의 

대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31 김대영(2000), “서울시 벤처기업의 분포특성과 입지요인”,「한국지리교육학회」, 34 권 3 호 
32 Bowles, J and Giles, D (2012) New Tech City. New York: Center for an Urban 
Future, 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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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산업이 특별한 시설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대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때 지식을 교류할 수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은 특성으로 나타난다. 지식산업의 생산과정은 전용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용도의 도시 공간에서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형성과 의사소통의 효율을 위해 대두되는 

대면접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스타트업의 

생산기능을 일부 분담할 때 보다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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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의 생애주기와 스타트업 

1.   법인설립 직후 

스타트업은 기업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창업 초기’ 단계인데, 조직 

내부적으로 변화가 무척 빠르므로 그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시행 취지가 존립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결과 대부분 창업 이후 약 6 개월 이후에 지정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대출 

없이 사업계획의 우수성 평가 만으로 예비벤처기업 유형으로 지정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중은 0.2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의 인원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제품화 하는 과정의 집중력과 속도는 기업의 추후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지만,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자금도 

부족하여 오피스와 연구개발비 등 필수적인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이 

기업 생애주기에서 가장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위치하며 조직의 행태와 목표는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스타트업이 하나의 공식적인 기업으로 인식되는 

시간적 기준은 법인설립 시점이다. 하지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철학과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 

충분한 합의와 시장 조사가 필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은 

하나의 팀으로서 추후 기업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조직 

형성 단계에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준비과정 외에도 

구성원들간 신뢰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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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의 

핵심역량에 집중할수록 제품 출시는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매출 발생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시기를 법인 설립시점 이전으로 확장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33 

표 4-1. 기업의 생애주기와 단계별 특성 

# 단계 특성 기간 

0 개인 
창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 
- 

1 조직형성단계 
단기 비정기적 교류를 통해 미래의 동료를 모색하는 

조직 형성의 초기단계 
- 

2 창업준비단계 법인설립을 위해 조직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단계 3-4 개월 

3 
법인설립 및 초기 

성장 단계 

법인으로서 본격인 생산에 돌입, 조직과 구성원들이 

각각 조직내외부와 활발히 상호작용을 하며 생산에 

집중하여 빠르게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 

3-5 년 

n 
성장 지속 및 

해체 

법인의 성장 및 성장 정체 또는  

M&A 로 인한 소멸 단계 
-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법인설립 직후는 공식적 조직으로서 

기업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돌입하여 성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지 

결정되는 시기인 법인 설립 및 초기 성장 단계는 창업 후 3-5 년 

이내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국내 벤처기업들의 평균 생존기간이 

약 5 년이었으며,34 창업 이후 5 년 까지 생존률이 급감하여 이 시기에 

살아남지 못한 기업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5 

또한 현재 국내외에서 빠르게 성장중인 스타트업들은 2000 년대 

                                       
3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1)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를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

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분류한다. 또한 장수덕(2007)은 주력제품의 산업성장률에 따라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세 가지로 벤처기업 성장단계를 구분하였다.  
34 송치승노용환(2011),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미시적 특성과 생존요인 분석”, 「기업가

정신과 벤처연구」, p.15. 
35 이민화 외(2006),「한국벤처산업발전사」, 서울: 아르케, p.xx  



  

- 35 - 

중반까지의 벤처 불황기 이후 창업하여 약 3 년에서 5 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다.36 2011 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벤처기업의 

22.8%가 3 년 이하, 47.3%가 4 ~10 년 이하의 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평균 업력이 7.9 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신생 기업의 비율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법인설립 이전 

 법인설립시점 이전은 팀의 결성 여부에 따라 다시 

조직형성단계와 창업준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직형성단계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이 비정기적 단기 

교류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팀을 결성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형성된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는 추후 조직이 공식적 법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조직의 

경계를 넘어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 작용하므로 

개별 기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숙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조직형성단계에서는 개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예는 창업 

관련 워크샵이나 세미나, 강연, 비공식 모임 등이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대학이나 직장 등 다른 사회조직의 구성원인 

상태에서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동료를 모색한다. 

이러한 모임은 사람들이 기존 사회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36 뉴욕의 스타트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도 2007 년으로 2012 년으로부터 약 5

년 전후를 스타트업의 재도약시기로 인식할 수 있다. ,Bowles, J. & Giles, D.(2012), 
New Tech City, New York City: Center for an Urban Future, 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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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인 주중 오전 9 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의 일반적인 업무시간 종료 

이후인 저녁이나 주말에 주로 일어난다. 일상생활과 주력 생산활동을 

제외한 시간을 활용하여 본업과 무관한 여가로서의 취미활동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제 3 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직형성단계의 모임은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교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데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창업’이나 ‘혁신’, ‘첨단기술’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공유하되 

참여는 불특정다수에게 열려있는 보다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최신 정보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는 ‘카페’라는 

형태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를 통해서 2000 년대 

초반이래 폭넓게 자리잡은바 있다. 인터넷 공동체도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지만 (이경묵류수영, 2010) 이러한 

모임이 실제 공식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면접촉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특히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 Page)와 같은 일방향성 구독개념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e, SNS)의 등장 이후 통해 특정 주제와 

관련된 모임에 대한 정보가 기존 사회 조직의 경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내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타기업 근무자들 사이에서도 최신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대면접촉이 필요하며 결국 이러한 모임이 가능한 

물리적인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직접 체험을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속과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임시로 모여서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행사로는 워크샵이 대표적이다. 워크샵 형태의 행사는 몇 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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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으로 또는 한 번의 주말 동안 스타트업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검증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체험하면서 현재 소속 조직에서 실현 불가능하거나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평가 받고 선발된 아이디어는 직접 

현장에서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가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빠르게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형태의 행사로서 대표적인 예는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인 해커톤(Hackerton)인데, 주말 동안 제품을 개발하여 

일요일에 완성하는 행사이다. 관련 기업이나 스타트업 관련 조직이 

업계 종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며 행사를 후원하는 형태로 개최된다. 

해커톤은 경진대회이지만 참가자들은 경쟁보다 협업 경험을 통해 기술 

관련 커뮤니티의 문화를 체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축제의 성격을 

갖는다. 국내에서는 기업이 주기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교와 제휴하여 

대형 공간이나 일부 숙식이 제공되는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실리콘 밸리에서는 해커톤이 보다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거의 매 

주말마다 활발히 열린다. 또한 테크 크런치 (Tech Crunch)와 같은 

대형 컨퍼런스 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전세계적인 기술 커뮤니티가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무대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또한 비용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시도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해커톤과 컨퍼런스와 같은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직접 교류 

행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닷컴붐의 쇠락 이후인 약 5 년 전부터 다시 

창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과거 인터넷과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급격한 붕괴로부터의 경험에 

비추어 네트워크가 스타트업의 커뮤니티 전체의 생존에 결정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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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한 업계 관련 종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러한 행사의 규모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행사가 열리는 도시의 지역경제에 긍정정긴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어 주목되기도 한다.  

 공식적인 대형 행사 외에도 업무시간 외에 보다 비공식적 

모임행사(meet-up) 또한 스타트업 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러한 모임은 간단한 간식 및 음료를 

동반하여 업무시간 이후 오피스에서 소규모 강연이나 토론회가 

열리거나 서서 대화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퇴근 이후의 

저녁시간은 이동 거리의 제약이 있으므로 주로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도 마포구 홍익대 근처에 오피스가 

있는 여성 기업가들이 월 1 회씩 점심 모임을 갖기도 하며, 투자자나 

멘토링 조직마다 저녁식사나 문화생활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스타트업이 밀집한 강남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조직형성단계를 통해 구성원들이 모여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면 

법인설립을 위해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창업준비단계에 진입한다. 

이 시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병행되어 각 

구성원들의 보다 깊은 헌신이 요구된다. 또한 보다 정기적으로 

장시간의 만남이 필요하여 이 시기부터 고정적인 업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창업준비단계에는 평균 3-4 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팀으로서 

생산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여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이 

시기에 투자가 없다면 창업자들의 출자로 비용이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큰 시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가 윤곽을 드러내기 이전에는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을 통해 정식으로 투자 유치를 성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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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국내에서 극히 적다. 37  또한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의 

조직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수는 국내에서 

아직 미약하여 그 수혜자 또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38 반 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관련 자금은 창업준비단계에 있는 조직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에 응모가 가능하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금전적인 투자 외에도 현업 종사자들의 멘토링과 같은 실전에서 

효율적인 지원이 병행된다. 하지만 공공주도 사업의 경우 총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한 

성공사례는 투자 규모에 비하여 두드러지지 않는다. 39 이러한 문제는 

수혜 대상에 비하여 지원 기관의 인력의 수가 적고 스타트업 관련 

업무에 대해 현업 종사자만큼의 이해가 부족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정책지원 자금이 늘어나면서 새로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00 년대 초반 이전 벤처기업육성 정책 

시행시에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40  현재의 공공주도 창업지원 

정책이 보다 높은 투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스타트업의 조직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 멘토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조직에게 부담이 적은 

엔젤투자제도의 활성화 또한 창업준비단계의 조직이 법인으로 성장하는 

필수적인 기반으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7 벤처지정유형 중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지정된 유형의 비율은 전체 벤처지

정기업의 2.27%이다. (2012 년 9 월 기준) 
38 김낙훈(2012.7.12), 한국의 엔젤투자, 미국의 500 분의 1 불과, 한국경제, Retrieved 

from 

http://auto.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919881&sid=0119&

nid=230&type=0 
39 김기완 (2012)은 2006 년 이후 벤처기업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코스닥 상장비율은 지

난 2001 년 3.1%에서 2005 년 4.2%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10 년 1.2%까지 하락하여 

수적으로 증가한 벤처기업이 투자유치가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는 기업임을 지적

하였다. 
40 신창호(1999), “창업보육센타의 효과적 운영방안“,「1999 년도 춘계학술연구논문발표

회」, p.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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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관련 조직과 창업 과정 

 스타트업은 보유 자원과 시장 경험이 모두 부족하므로 금전적 

지원과 자문을 통합적으로 조달 받고 지분으로 환원하는 형태의 투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business incubator)이 있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미국 뉴욕주의 공업도시 Batavia 에서 도심지의 유휴 공장 

건물을 예비창업자에게 저렴한 오피스로 제공하며 창업을 통해 도시 

경제를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41  창업보육기관을 

가리키는 인큐베이터 (incubator)라는 명칭은 초기 창업자들의 성장을 

돕는 임시 오피스가 마치 달걀의 부화를 위한 닭장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42  과거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은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보다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최근의 

첨단기술관련 창업보육 프로그램은 진입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스타트업이 시장에 제품을 내어놓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보다 실질적인 

경험적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며 프로토타입을 시장에 선보이는 과정을 보다 총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2005 년부터 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주기가 빠른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로 불리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으며,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배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졌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과정은 선발 이후 약 3-4 개월 동안 제공받은 임시 

                                       
41 최초의 창업보육기관은 1959 년에 만들어진 Mancuso Business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02efb35.netsolhost.com/about_us.html) 이다. Batavia 

downtown의 역사와 경제에 따른 도시 변화에 대해서는 The rise and fall (and rise?) of 

Batavia 에 회고되어 있다. (Retrieved from 

http://20prospect.wordpress.com/2011/08/23/hollowing-out-batavia) 
42 Kemp, Roger L. (2001) ｢ The inner city｣ Jefferson, N.C. : McFa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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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에서 멘토들의 조언을 받으며 집중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데모데이(Demo day)를 통해 공개하여 시장에 데뷔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경험이 부족한 신생기업에게 이처럼 전문가의 밀착 지도를 

받아 날것의 아이디어에 시장성을 입히고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제품을 과정은 조직이 독립된 기업으로서 성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도시나 대학을 중심으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신생기업으로서 스타트업에게 벤처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는 

단순히 금전적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정보와 

인력, 마케팅, 법률이나 회계 서비스 등 기업 운영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개입하면서 성공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안목 있고 모험적인 벤처캐피털이 이미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이 스스로 조달하기 어려운 

자원을 제공하는 상호보완적 구조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증가 및 업종과 

지역에 따른 특화 현상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활성화 정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 년대 초반 이전의 닷컴붐이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지역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소프트웨어나 제조업 중심으로 시작되어 다른 지역에서 

동종분야의 확장으로 이어졌던 반면 최근의 창업은 정보통신관련 첨단 

기술이 보다 다양한 다른 산업과 결합하여 첨단기술이 추가된 형태로 

보다 다변화된 첨단기술의 적용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는 이 도시가 경쟁우위에 있는 미디어, 광고 등의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한 스타트업이 최근 5 년간 급증하였다.43 하지만 

                                       
43 Bowles, J and Giles, D (2012) New Tech City. New York: Center for an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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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도 2000 년대 중반 스타트업 관련 네트워크가 견고하지 못하여 

경제 위기에 실리콘 앨리(Sillicon Alley) 자체가 자취를 감췄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도시 안에서 자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44  이처럼 도시의 공공 

영역에서 지역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창업지원정책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의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45 기술 위주인 

실리콘 밸리의 전통적인 경쟁우위가 있지만, 일반인 사용자 층이 

폭넓은 모바일(Mobile) 시장의 특성 및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등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추세,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확대에 따라 도시마다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y)의 특성이 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Future, p.26-35. 
44 실리콘앨리(Silicon Alley)는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모방하여 2000 년대 초반 뉴

욕에서 인터넷 관련 회사가 밀집해있던 첼시(Chelsea), 미드타운(Mid town), 유니온스
퀘어(Union Square) 주변을 지칭한다. 
45 보스턴(Boston)시는 Innovation district (http://www.innovationdistrict.org)를 지정

하여 다양한 산업의 입지를 통해 이종간 혁신을 지원한다. 뉴욕시는 코넬대(Cornell 

University)의 tech campus 유치, Digital 및 Media City 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The City of New York (2011), Road map for the digital City,  
Strauss, S., Sundjaja, K., Robinson, P., & Chen, A.(2010), Media. NYC. 2020 참조) 샌

프란시스코(San Francisco)는 10 월을 Innovation month 로 지정하고, 스타트업과 관련

한 지역사회의 참여(Community engagement)를 독려하고 있다.(http://innovatesf.com) 

런던은 Tech city 를 첨단산업 클러스터(Cluster)로 형성하고 TCIO(Tech City 
Investment Organization)를 통해 운영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다. 



  

- 43 - 

제5장. 창업공간의 기능과 종류 

 공간의 범위에 따른 기업 활동과 관계된 공간의 기능 및 관련 

지표는 표 4-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업의 공간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건축이나 실내공간 계획 분야에서 업무시설, 부동산에서 임대료 

중심의 오피스, 지역 수준의 산업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연구 등 주로 

공간적 범위의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범위의 기준을 공간의 규모에서 스타트업이라는 특정 단계의 기업 

형태로 옮겨 창업자들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규모와 기능을 갖는 공간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관찰하였다. 

 

표 5-1. 기업활동과 관계된 공간의 범위와 기능 

 

기능 

공간 

건축(Building, Interior) 도시 (Urban Space) 지역 (Region) 

경제적 기능 

(Cost) 

가구 

공용 공간 

부동산 임대료 

교통비 

지역경제 

법인세 

인테리어 비용 

시설사용료 
비용 최적화된 위치  

비경제적 기능 

(Contingency) 

개방형평면(Open plan) 

실내공간의 질(Quality) 

인접성(Proximity) 

편의시설(Amenity) 

집적(Agglomeration) 

인지도(Reputation) 

조직내 상호신뢰 

조직만족도 

조직 외부 교류 

조직만족도 
인재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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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환경으로서 오피스의 역할 

 창업 초기의 전용 임대 공간은 조직 외적으로 법적, 심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필요성과 조직 내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실용적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업무공간의 절차적 필요성은 국세청에 법인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법적인 활동을 허가 받는 

과정에서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도면 등 고정 위치 점유에 대한 

증거 제출 의무가 있음에 기인한다. 이때 업무공간으로 신고하는 

공간의 건축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관례상 

업무전용시설이 아닌 주택 주소를 기입할 경우 인지도가 없는 초기 

기업의 입장에서 거래 대상에게 공식적인 사업체로 신뢰를 주기 어려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무전용시설의 주소가 

선호된다. 하지만 전용 업무공간 임대에 필요한 임대료는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신생기업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된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오피스 임대가 절차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최대한 적은 비용을 들여 

오피스를 개설하려 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창업 직후 맨 처음 

오피스는 공간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임대하고 

최소한의 집기를 중고로 마련하는 방향이 선호되고 있었다. 법인 신고 

절차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지인을 통해 

업무전용시설의 주소만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창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요하기에 제한적이다. 자본금이 적은 대학생 창업자들의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인지도 있는 주소지를 얻는 방법으로서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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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46 

 업무 공간은 구성원들 사이의 조정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조직의 구성원수가 늘어날수록 모임 장소와 시간을 매번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절차 또한 조직의 의사소통에 소모되는 비용의 일부이다. 

인터뷰에서 인원이 6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져 완전히 상주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인 위치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이메일과 같은 전자 매체는 메세지의 양에 제한이 없어 저렴하고 

상대방이 메세지를 보내는 시점과 이에 반응하는 시점 사이의 간극을 

허용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전화와 같은 음성매체는 

보다 높은 의사소통의 동시성을 허용하지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범위에 한계가 있다. 지식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추상적이고 

복잡한 지식의 소통의 필요성과 조직 모임의 협의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업무공간의 실용적 효용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업무공간은 상시적인 대면접촉을 허용하여 조직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구성원들간에도 소속감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인터뷰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물리적 위치에 고정적으로 

실존하면 조직의 대내외적으로 보다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소속감이 

높아지는 점에서 오피스의 효용을 꼽았다. 47  또한 근대 업무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되지 않고 대형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조직 전체에서 

오고 가는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의식할 것을 권유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어 

의사소통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 (Kraemer & Ritchie, 1977) 

                                       
46
 벤처는 부동산 업자에게 천사다? (2010.4.5) Retrieved from 

http://tc.venturesquare.net/62 
47
 Six Reasons Why Everyone Needs an Office (2011.5.2) Retrieved from 

http://www.fins.com/Finance/Articles/SB130161550692299675/Six-Reasons-Why-

Everyone-Needs-an-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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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구성원들간에 공식적 조직으로서 

활동할 것을 협의가 되었다면 공식적인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임대료를 지출하는 시기는 최대한 늦춰질수록 

유리하다. 조사 결과 구성원들끼리의 자체 조직결성 시점인 창업시점과 

법인 등록시점은 약 3 개월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법인등록을 하게 

되면 법인세와 임대료가 동시에 고정비용으로 발생하여 조직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게 되므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비용 발생을 최대한 유예하는 것이 창업자들에게 선호될 것이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단위의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임대료는 공동창업자들이 자산을 출자하여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료는 실질적인 책임감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조직을 보다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매몰비용의 발생은 업무 수행에 있어 

구성원들이 보다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을 함께 극복해나가는데 집중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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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 수요 

기업이 접하는 물리적 환경은 입지로부터 결정되는 외부 환경과 

전용 임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성장할수록 필요로 하는 

외부 효과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지고, 임대료로서 조달 가능한 자금의 

범위와 공간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의 조합이 변화한다.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도시의 공간 범위는 지대가 낮은 외각으로 

확장(Sprawl)하며, 지불용의 지대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경제적 

생산성이 가장 높은 오피스와 상업용 건물이 도심에서 가깝게 

위치한다. 48  하지만,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경계는 확산할 수 

있지만, 도시의 가치는 여전히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교류하면서 

발생하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도시는 지속된다. 

(Glaeser, 1998)  

 

그림 5-1.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업무공간 

출처: Ogden, J.(2012) The Lifecycle of an Entrepreneur, CBRE, NYC Biz Space Team 

Retrieved from http://nycbizspace.com/startups-grow-lifecycle-entrepreneur 

                                       
48 김경환, 서승환 (2010), 도시경제(제 4 판), 서울:홍문사, p.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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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정보와 자본, 고급 인력이 집중되므로 스타트업이 입지를 

통해 최신 정보와 여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선호된다. 국내에서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창업 빈도가 높은 

이유도 도시로서의 중심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모가 확장되면 도시의 중심지에서 얻는 기회에 비하여 임대료 

부담이 더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교외 또는 도시 안의 임대료가 

저렴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뉴욕시의 브루클린(Brooklyn), 

국내에서는 경기 분당지역이 기존 도심에서 파생된 스타트업이 

발생하는 지역의 예이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관련 첨단 산업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이 높은 특성 때문에 임대료와 주변 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입지가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업무공간은 그림 5-1 의 일곱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업무공간으로서 

오피스를 공식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여섯 번째 단계 이후로서 주로 

매출이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이 조달 가능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으로서 조직을 구성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다 유동적인 형태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창업이 인터넷과 모바일 시장을 대상으로 작은 

아이디어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업무공간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임대료가 높은 대도시의 도심지에서 입지의 장점을 누리면서 단기 

기준의 사용료를 통해 금전적인 부담은 낮출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다. 49  상업적인 공간 외에도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오피스를 일정 

                                       
49   Foertsch,C.(2012.9.5), Coworking compared in large cities and small towns, Desk 
Mag, Retrieved from http://www.desk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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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개방하여 중간수준의 개방성을 갖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을 기대하는 공간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창업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미 사업을 위한 팀으로 결성된 

조직에게 몇 달이나 주 단위로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임대되는 Business incubator 또는 Accelerator 또한 스타트업의 

증가와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50 이러한 공간은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신생조직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학습과 육성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 특히 선발된 팀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조직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공간의 

기능을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는 주로 Incubator 수준의 제약을 갖는 

공공주도 또는 대학에서 창업보육기관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다.51 

일정한 기간의 집중 육성기간을 보낸 후 보다 공식적 조직으로 

성장한 기업은 구획된 전용 업무공간을 찾게 된다. 자금이 넉넉할 경우 

직접 장기적으로 오피스를 임대하거나 사옥을 매입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경우 가구가 미리 

제공되고 책상과 같은 적은 단위로 단기 추가 임대가 가능한 형태의 

가변형 오피스가 활용될 수 있다.  

 

 

  

                                       
50 NYCEDC, Incubators & Workspace, 

http://www.nycedc.com/service/incubators-workspaces 
51 총 33 개소 중 2007 년 이후 개관한 곳은 8 개, 2012 년 이후 개관한 곳은 5 개이다.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http://www.b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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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설정 

 스타트업의 속성은 기업의 협업으로서의 성격과 지식을 다루는 

조직으로서의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2  이는 초기기업이기 때문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이 더해져 그림 6-1 과 같이 각각 필요로 하는 

공간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림 5-1. 스타트업의 특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창업 공간의 특성 (가설) 

 

스타트업의 창업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리라 예상된다. 

첫째, 기존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기 위해 물리적인 접근성이 높은 위치가 선호될 것이다. 

둘째, 조직의 변화가 빠르고 임대료 절감이 절실한 초기기업에게는 

보다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복잡하고 추상적인 지식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개인들이 

하나의 공식적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면접촉이 더 많이 요구될 

                                       
52 박용규강신겸(1997),「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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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넷째,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이 단순하므로 업무시설 외의 

다양한 용도의 도시 공간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이는 

혁신의 바탕이 되는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설을 서울시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초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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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스타트업의 창업 공간의 특징 

1.   접근성과 접근 권한의 분화 

1)  정보 접근성과 비용의 관계 

 도시 공간에서 교통이 편리하여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입지는 

기업의 최신 정보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최신 정보가 기업의 생산성을 지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면 제조업 시대의 입찰지대곡선의 기울기의 결정 요인이 

거리에 비례하는 운송료인 것에 착안할 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정보의 운송료를 반영한 지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스타트업과 같은 불확실성이 큰 초기 조직에게 도시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이유도 인구와 정보의 밀도가 높아 외부효과를 

통해 최신정보를 흡수하고 보다 넓은 시장에 인접하여 빠르게 평가 

받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기존 세계도시와 

국내에서 서울이 산업의 특화와 관계없이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다. 하지만 첨단기술 혁신의 역사가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산업을 바탕으로 한 196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은 대도시로서 뉴욕이나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팔로 알토(Palo Alto)나 마운틴뷰(Mountain View)와 같은 도시들 

외에도 다양한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도시간 거리와 인구 

밀도와 같은 거시적인 지표를 고려할 때 북미에서 각 도시들의 

중심성과 국내에서 서울의 중심성을 비교하면 국내 창업자들이 서울을 

창업지로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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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인구밀도와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물리적 공간으로 

도시적 중심성을 평가할 경우 실리콘밸리의 도시적 중심성은 낮다. 

저층 건물로 이루어져 낮은 공간 밀도를 갖는 실리콘밸리의 경우 

자가용 중심의 교통망을 갖는다. 애플과 휴렛팩커드와 같은 기업이 

생겨난 곳은 2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주거전용지역의 주택에 

딸린 차고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의 중심지는 

아니다.53 여기서 도시의 밀도가 창업에 기여하는 바가 물리적 접근성을 

통한 정보획득의 기회만으로 측정되기에는 제한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통신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할 때 물리적 입지의 효용은 교통의 편리함과 선적으로 비례 하지 

않는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다. 또한, 정보획득의 기회가 

물리적 공간에 더하여 전자 매체가 첨가되어 다양해졌지만 정보의 

성격과 희소성에 따라 전달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더하여 ‘정보획득의 

기회’로 측정되는 물리적 공간의 입지의 가치는 더 복잡하게 변화하게 

된다.  

 

 

                                       
53 휴렛팩커드의 창업 장소는 대표의 신혼집이었던 단독주택의 부속 창고였다. (367 

Addison Ave., Palo Alto, CA) 이 곳은 실리콘 밸리의 발상지로서 California Historical 

Landmark 와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로 지정되었다. Packard, D., 

Kirby, D. & Lewis, K. (Eds.), 유영수(역)(1995),「휴렛팩커드 이야기」, t 서울:중앙일보

사. 애플의 창업 장소는 창업자 스티브잡스의 집 차고였다. (2066 Crist Drive. Los Altos, 
CA) 월터 아이작슨, 안진환(역)(2011),「스티브잡스」, 민음사. 

    

  

  

  

  

  

  

  

  

그림 6-1. 접근성(왼쪽)과 접근 권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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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물리적 공간의 입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만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접근 

권한이 중요한 가치 평가의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어떤 물리적 

공간의 위치가 교통이 편리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가기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마치 인터넷 포털 사이트(Portal 

Site)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의 출발점으로서 여겨지는 지점의 

속성에 대응된다. 54 인터넷에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은 부동산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검색 가능성이 균일하다고 

가정할 때 정보 접근에 차등을 두는 방법은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마치 공공 도로를 이용하여 어떤 집의 대문 앞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사유화된 실내 공간은 부동산 임대료를 지불하여 접근이 

허용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원리와 같다. 물리적 공간은 위치에 

따라 접근성이 다르고 공간의 물리적 규모의 한계와 임대료를 지불한 

사람의 권한으로 접근 권한이 제한된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 

접근성은 검색 노출 정도에 비례하며 접근 권한은 물리적 공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의 접근성은 검색에 의해 노출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접근성이 

선적으로 권력화 될 수 있다. 반면 물리적 공간의 접근성은 사용자의 

출발 지점에 따라 특정 범위 내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노출되는 범위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지역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물리적 공간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인터넷 공간에서 방문자수가 

많은 특정 위치(site)는 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가능성을 

열어주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거래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 높은 위치사용료 - 임대료와 광고료를 얻는다. 

다양성은 초기 기업의 불확실성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54 포털사이트의 기능은 건축의 포털 프레임(portal frame – 대형 문 구조물을 지칭하는 

용어)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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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 창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양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유동인구를 통한 다양성을 전제로 

검증된 정보획득의 가능성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입지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창업 이전 조직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다양성의 원천을 개인으로 

국한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창업 이전 상태의 소속도 

다양하여 출발 위치가 각각 다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통의 중심지가 선호될 것이다. 또한, 

모이고자 하는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가깝게 중력이 작용하여 위치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 위치는 주로 구성원들 중에서 보다 많은 

인원에게 가까운 지역권에서 환승역이나 광역버스가 닿는 위치인 

종로나 서울역, 강남역 인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중립적 위치 결정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다양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배경으로 하는 관계보다 

이미 서로 공통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기대하며 또한 사업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관계는 학교나 이전 

직장, 지인의 지인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배태성이 이미 존재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네트워크는 보다 

일반적이고 약한 고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생존확률이 

높은 일반적인 네트워크의 성질이 될 수 있다. (Granovetter, 1973) 

하지만, 반드시 일반적인 다양성이 높은 네트워크가 스타트업 

비즈니스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의 행태에 잘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기업이 보다 나은 경영 성과를 내는데 보유한 외부 

네트워크의 규모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변화하는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효과가 낮다는 국내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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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인덕류동우박태경, 2012) 같은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효용성이 더 높으며 핵심 역량과 관련 있는 

네트워크가 초기 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리라는 예측을 

덧붙였는데, 이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강조되었던 바 

이기도 하다.  

동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접촉의 기회보다 배태성이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창업자들이 동업자를 

만난 계기는 학교나 직장 같은 기존 사회적 네트워크를 직접 

통해하거나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이 높은 위치의 공적 공간은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만 

특정한 업종의 스타트업이 성공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원을 

조달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보다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이를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보다 긴밀하게 작동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관심사나 의도, 기대 성취 수준이 

지나치게 다른 주체들끼리 협력을 시도하는 경우 서로 의견을 좁히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여 결국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증가하게 되어 생산성이 떨어진다. 지나치게 다양한 기대수준을 가지면 

조정 비용을 소모하여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배태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적 접근성이 

높은 입지에 스타트업이 지불하는 높은 임대료에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아닌 다른 자원의 조달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입지를 점유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의 입지는 보다 경제적인 선택을 위해 

일반적인 물리적 접근성 보다 실질적인 정보에의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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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권한과 접근성은 각각 다른 형태의 효용을 갖는다. 

접근성이 높은 공간의 접근 권한이 제한될 경우, 조직은 능동적으로 

구성원을 선택할 경우를 우선적으로 갖는다. 반대로 접근 권한이 

동일하여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문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조직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의 경우 접근 권한을 다양화 함에 따라 같은 

위치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항상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닿을 수 있으므로 밀도가 낮고 집단의 특성이 

편향된 위치보다 짧은 시간 안에 정보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접근성이 시간과 비용의 위험요소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접근 권한이 허용이 

되는 격이 된다.  

만약 시간과 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완전히 비용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기회의 평형성을 보장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접근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리스크(Risk)가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환원된다면 결국 정보 접근 권한이 

초기 경제적 상태에 지배 받는다. 따라서 초기기업처럼 물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대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조직은 

정보 접근의 권한이 완전히 가격에 의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경우 

정보 획득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한이 보장되는 입지로의 

접근 권한이 스타트업에게 필요하다.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는 현금으로 지불되는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접근성이 높은 위치가 

제공하는 인구밀도에 근거하는 다양성을 통해 불확실성을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때 물리적 공간의 중심지가 제공하는 

정보는 전반적으로 질이 높지만 특정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한다. 만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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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생존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 

입지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정보가 필수적이며 양질의 

정보가 아닐 경우 이러한 입지를 선택한 스타트업은 효용 높은 정보의 

접근의 기회 가능성을 포기하고 낮은 임대료를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이익창출을 기대해야 한다.  

 장수덕 (2007)은 양질의 정보 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나 

비용절감 어느 방향이든 기업의 이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초기단계일수록 핵심역량이 생존에 중요한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무적 지원과 같은 양적 측면은 기업의 

초기단계에 특별히 효용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언급하여 정보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낮은 임대료와 스타트업의 핵심역량과 관계된 양질의 정보는 단순히 

상쇄되기 어려운 개념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서울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한 인큐베이터 시설에 입주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은 

인터뷰에서 낮은 임대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그 기업의 핵심역량과 실질적인 관계가 적었음을 

언급하였다. 만약 이처럼 낮은 비용을 위해 참가가 요구되는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정보와의 관련성이 낮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 추후 비용이 보다 양질의 정보와 스스로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림 6-2. 서울시 공공 창업보육시설(왼쪽)과 조사대상 스타트업(오른쪽)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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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 공간 

점유가 허용되고 다양한 주체들이 임대료를 분담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 권한을 나눠가질 수 있다면, 물리적 접근성을 통한 정보 접근 

비용을 보다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서울 시내 교통의 요지에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중인 단기 모임을 위한 회의실 임대산업과 

음료를 매개로 자유로운 임시 점유를 허용하는 커피전문점은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수요를 반영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는 실제로 창업 이전 조직 형성 과정에서 임시 업무 

장소로 많이 쓰였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 

스타트업들은 대략 3-4 개월의 창업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에 3 시간 내외로 주 3-4 회 모였는데, 매번 적게는 4000 원에서 

많게는 2 만원까지의 개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을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전용 오피스 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위 

시간(Hour)이나 면적(Area)당 임대료는 매우 높다. 하지만 연간 총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같은 공간을 장기 임대하는 비용은 여전히 

높은데 이는 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잠재적 정보 접근성을 

포함하는 비용이라는 점에 비경제적인 면이 남아 있다. 

만약 현재 국내의 스타트업 밀도가 인구밀도 또는 총산업 규모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일반적인 접근성이 높은 입지의 높은 

임대료를 스타트업이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 지역의 누적 경험에 비례한다는 

구조적인 관점에 근거할 때 전반적인 스타트업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물리적인 접근성이 높은 위치의 스타트업 입지로서의 효용은 높다. 

서울에서도 2000 년대 초반까지 국내 벤처산업의 중심지였던 

테헤란로가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첨단산업의 창업 빈도가 높은 지역인 

것도 이러한 구조적 관점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다른 

지역의 스타트업 밀도는 테헤란로보다 낮으므로 접근성이 높아도 

종로나 여의도의 중심업무지구에는 스타트업 발현 빈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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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성과 접근 권한 분화의 예 

스타트업과 같은 비용이 부족하고 불확실한 조직에게는 정보의 

접근권한을 통해서도 물리적 접근성의 차등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서로 어느 정도의 배태성을 전제로 하며 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초기기업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모색할 수 있다. 현재 국내는 창업 빈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높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경제적 조직으로서의 입장보다도 인적 

네트워크끼리의 상호 인접성이 실질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인적 네트워크의 허브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이 나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화 경제 형성의 가능성을 

갖는다. 특정 지역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교통체증, 

환경악화는 이미 실리콘밸리의 확장에 따라 제기되었던 문제이며 

서울에서도 1990 년대 말 벤처산업의 성장기에 테헤란로 일대에 

등장하였다. 만약 보다 특정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리를 통해 창업자들은 각자에게 

알맞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선택적 정보 

취득을 위한 입지 비용은 서로 나누어 감당하게 되므로 보다 

경제적이다.  

인적 네트워크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떨어진 지역에 

입성하여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하고 도시 재생에도 기여한 사례는 이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의 프로젝트 공동체로 

시작한 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종로구 원서동의 

주택가로 이루어진 골목에서 유일한 오피스로 시작하여 인근 

상업활동과 유동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지가 상승으로 몇 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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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으로 이전하였다. 뉴욕시에서 최근 5 년간 맨하탄에서 스타트업이 

급증하면서 접근성이 높지만 임대료는 저렴한 브루클린(Brooklyn) 

Dumbo 지역 창고 건물에 스타트업과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도 한 예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하여 성장을 거듭하던 

인터넷 신발 판매 기업 자포스는 회사를 확장하면서 임대료를 낮추면서 

직원들에게 도시적 삶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라스베거스 구 시청 청사로 본사를 이전하며 다운타운 재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였다.55 

이처럼 특정한 취향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중심지가 

아닌 보다 다양한 각자의 중심지를 형성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치 산속에 있는 절의 암자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종교적 정화의 

일부인 것처럼 입지가 보다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정보 접근성이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은 전자 매체를 통해 확장 가능할 때 가속화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중심지가 아닌 새로운 지역이 지속적으로 중심성을 갖고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확장되는 꾸준한 관련 

스타트업과 관계 산업의 유입을 통해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역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스턴의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와 같은 정책전략적 창업 육성 

지역은 보다 ‘혁신’ 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슬로건을 통해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업종이 인접하는 방식을 허용하여 다른 

종류의 산업들간의 교류를 보다 권장한다. 또한 건물주들에게 신생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초기 단계에서 입주를 설득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55 Groth, A (2012.9.11)How Zappos CEO Tony Hsieh Will Change Las Vegas Forever, 

Business Insider, Retrieved from 
http://www.businessinsider.com/how-tony-hsieh-will-change-las-vegas-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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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과 산업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빈 공간을 제공한다면 임대 비용에 대한 효용이 

떨어지면 기존 창업 인구는 추후 타지역으로 이탈하게 되어 지역적 

수준에서 창업 경험 누적이 어렵다. 서울에서 구로지역의 입지 요인은 

주로 저렴한 임대료에 있고, 강남지역의 입지 선택 요인은 주로 

최신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56 구로 디지털단지 지역은 

구 산업단지를 재건하면서 신규 오피스 물량이 급증하였는데, 때문에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스타트업의 

경우 여전히 강남지역을 선호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50 여 개의 

서울의 스타트업 중에서 구로 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10 곳 이하였고, 

이들 상당수는 창업 유경험자로서 어느 정도 창업 관련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강남과 1 시간 이내의 접근성은 

보장하면서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변 환경도 쾌적한 분당 

지역의 창업 빈도를 주목할 만 하다. 

 종합하면, 공간을 통해 원하는 결과물의 방향이 어느 성격의 

네트워크인가에 따라 입지와 접근성을 다른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특정다수의 네트워크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더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교류를 확장하는 기능에 더 

가깝다. 물리적 접근성이 보다 공간에서 소통되는 정보의 질과 교류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합된다면 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을 통한 정보 접근력의 

확대와 정보와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른 접근성이 차등적으로 기대될 때, 

도시 공간 구조는 보다 다핵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56 권용주(2002),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특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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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한 공간 점유 

1)  임대 기간과 리스크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조직의 규모와 성격이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이 보다 유연할수록 

스타트업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오피스 점유의 

변화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기업에게 높은 임대료를 기대하거나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지향하기에 보다 장기간의 고정 임대 기간을 기대하게 되어 스타트업과 

같은 임차인과 상반되는 선호를 갖는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조율하여 각자의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점의 유동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2)  업무 공간 점유 관련 비용과 절차 

기업의 초기단계에는 구성원의 수가 적으므로 필요한 면적도 

이에 비례하여 작다. 국내 오피스 건축설계의 최소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4 급 서기관까지의 1 인당 

집무 면적은 7 제곱미터 (2.11 평)이다. 57  신생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하므로 조직 인원수에 맞춘 최소한의 

면적을 가진 오피스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인터뷰 대상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단계의 인원은 대부분 2-3 명 이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57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2008), 행정안전부령 제 54 호, 서울: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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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공간 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면 14 

- 21 제곱미터가 된다. 창업자들이 정보획득을 위해 입지를 선호하는 

위치에서 이와 같은 소규모의 오피스를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필요 이상으로 넓은 오피스를 임대할 수 밖에 없다면 실제 임대 면적과 

필요 면적과의 차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창업의 위험부담 및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터뷰와 몇몇 기업들의 이전 사례를 통해 국내 오피스의 

통상적인 최소 요구 임대기간인 2 년은 초기기업의 성장속도에 비하여 

상당히 긴 주기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의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단계 

1 년 동안은 약 3-4 개월 마다, 그 이후에는 약 9 개월 마다 오피스를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사유는 성장에 따른 확장, 사업 축소, 

전략적 제휴, 투자자의 공간 제공 등 다양했지만, 전반적인 의사결정의 

주기는 최소 3 개월에서 최대 1 년 이하로 집계되었다.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의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금액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임대료를 

지출 자체가 조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조직의 방향성과 

구성원, 그리고 내부 규범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면적보다 넓은 공간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은 적어도 창업을 결심하는데 비용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한 편 서울의 스타트업들이 전용 공간을 임대를 시작하는 시기는 

창업 여부와 관계 없이 조직 구성원이 최소 3 명 이상이 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했으며, 2 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로 서울시내 접근성이 높은 

위치의 임시 모임장소를 통해 비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이 6 명 이상이 될 경우 이 인원이 

한꺼번에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번번이 찾고 일정을 조율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등 조정 비용이 증가하여 본격적으로 고정 

위치를 점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은 창업 

준비기간을 2~4 개월 정도 거치는 과정에서 임시 공간을 이용하는 기간 

이후에 도래함이 나타났다.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1 인 전용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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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를 가졌던 경험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창업 준비과정에서는 지인의 오피스를 비공식적으로 공유하거나 잔여 

임대기간의 재임대(Sublease)를 통해 무료 또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고정 모임 장소를 사용한 예가 많았다. 단, 비공식적 추가 

입주나 재임대는 이미 신뢰도가 높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창업자는 

준비단계에서 업무 공간을 이런 방식으로 조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을 낙관하여 

미리 여유 있는 규모로 업무공간을 임대하기에 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당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은 약 2 명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정도였다. 인터뷰 대상 기업들은 업종이 특별한 

장비를 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책상에서 

이용하면서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2 인용 책상을 3 명이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등 우선적 고정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조직의 빠른 성장에 대응한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간은 스타트업의 공간 점유비용의 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한다. 

조직이 성장하여 확장을 고려할 때 같은 층이나 같은 건물 안에서 

수직적으로 쉽게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사와 

임대차계약에 수반되는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확장시 가구 

같은 고정자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확장에 따른 비용은 더 절감시킬 

수 있다. 이전과 확장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또한 유동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확장시기에 수평, 수직적 확장을 

건물 안에서 이뤄낸 한 스타트업은 매번 이전을 했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유동적인 확장 가능성은 건물주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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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권장할 때 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공간의 임대가 계약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규모 

변경에 따라 복잡한 계약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정 경계 

안에서 상호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확장에 대한 유동성이 보장될 

경우 스타트업의 비용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소 임대 기간과 면적의 단위가 줄어드는 것은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가된 임대인의 

위험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단가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도시에서 책상 1 개와 일(day)과 주 (week) 

단위로도 임대를 하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높은 가격이지만 단기간 

사용을 전제로 집기사용료와 업무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가정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3)  유연한 임대 방식의 예 

하지만 조직의 성장 단계에 따라 완전히 개방된 공적 공간에서 

일하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창업 시점 이후에는 집중력과 소속감 

향상을 위해 사유화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도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위하여 보다 적은 면적으로 분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축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 층의 평면이 넓은 대형 오피스 전용 

건물의 경우 가능한 많은 분리된 공간을 만들면서 각각 외기에 면한 

면을 확보하면 좁고 긴 직사각형 형태의 평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오피스 평면은 책상을 일렬로 배치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창문이 없어 

공간의 질이 떨어지는 오피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나치게 

파편화된 업무 공간은 원룸 주거처럼 질이 낮은 공간이 양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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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축 계획 

단계에서도 보다 유동적인 공간 활용을 반영하여 모듈화된 기본 치수를 

도입하고, 가구의 재배치가 용이한 평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형 

공간을 추후 분할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 전등과 냉난방 

시설의 개별 작동을 가능하게 계획되는 것도 향후 오피스 건축 

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58 

앞서 접근성과 접근 권한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 공간의 점유 시간을 세분화하여 활용할 경우 조정비용이 

임대료보다 적을 때 공간활용의 효율이 높아진다. 스타트업에게 높은 

물리적 접근성을 통한 정보 획득의 기회는 전용 업무공간 임대와 

법인설립 시점 이전의 창업 준비단계에서 절실하다. 따라서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진 접근성 높은 오피스가 주로 사용되는 주중 낮 

시간과 그 외의 시간으로 구분되어 잉여시간을 접근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스타트업에게 개방될 수 있다면 활용도가 무척 높을 것이다. 

실제로 스타트업 관련 모임 행사는 기존 사회조직이 활동하는 시간 

외의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활발히 열리고 있는데, 대학의 

강의실이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대기업 사옥의 회의실과 같은 공간의 

질과 접근성이 높은 공간이 비공식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존 임차인이 단기 재임대를 통해 

사유화한 공간을 임시 조직에게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 것이 기존 

조직의 보안과 절차상 안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보장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임차인이 개별 주체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재임대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평가나 부동산 

거래관련 전문성 요구되므로 이를 통한 이익이 상당히 크지 않는 한 

                                       
58 Wanless, T.(2012. 3. 26), Flexible office space ideal for startups , Retrieved from 

http://business.financialpost.com/2012/03/26/flexible-office-space-ideal-for-startu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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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재임대의 기회가 임차인이나 

모임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아닌 광범위한 

기업의 사회환원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진행된다면 적절한 수준의 

이익은 미리 계산되어 보장하면서 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이런 형식의 재임대의 수익원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현금 차액 형태보다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목적으로서 협찬과 홍보의 기회가 되는 편이 보다 가치가 높으리라 

예상된다.    

예비창업자들에게 3-4 개월동안 오피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접근성이 높은 위치의 오피스를 층단위로 임대하여 재임대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결과 재임대는 주로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단기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창업 준비기간에 그 

효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기간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입장이 반대인 경우 재임대가 보다 제도화 

되어 활용될 수 있다면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예비창업자도 보다 

수월하게 오피스를 임대할 수 있을 것이다. 뉴욕시 경제개발청(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는 스타트업의 

입지를 지원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재임대 방법을 창업자들에게 알리고 

표준계약서를 공급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59  서울에서도 강남 청년 

창업센터의 경우 스타트업이 밀집한 지역인 역삼동의 오피스 건물 한 

층을 임대하여 예비창업자들을 선발하여 3개월 단위로 임대하고 있는데, 

강남지역에 입지한 오피스로서 편리한 외부 환경을 활용할 수 있고 

입주 비용도 저렴하여 선호되고 있었다. 

이러한 재임대를 통한 창업 입지 지원 방식은 건물 신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공간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59 NYCEDC, NYC Startup Real Estate Survey for Entrepreneurs, Retrieved from 
https://www.surveymonkey.com/s/PVCBY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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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첨단산업의 발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신축 산업단지나 기업도시와 같은 프로젝트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장비를 요하지 않는 응용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의 경우 기본 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오피스와 

최소한의 시설로도 업무가 가능하므로 기반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이 자원 활용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임대 면적 단위 축소는 임대 공간 지원 정책을 실현 하는 

방식에서도 필요하다. 벤처 입지 지원 정책으로 마련된 벤처집적빌딩 

지정 제도는 연면적 1200 제곱 미터 이상 규모를 갖는 건물의 연면적 

70%이상을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 임대할 경우 건물에 부과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60  하지만 벤처집적빌딩으로 지정되기 위한 건물의 최소 

규모가 크고 이러한 단일 건물이 70%의 면적을 모두 벤처기업에게 

임대하려면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을 모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벤처불황기에 이르러 2000 년대 초반 벤처 불황기에 벤처집적빌딩들이 

상당수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61  세제 혜택의 대상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다. 하지만, 초기 기업은 필요한 면적의 

규모가 매우 적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효용 범위를 보다 넓히기 

위해서는 건물의 규모 제한을 낮추고, 채워야 하는 면적의 규모도 

축소하거나 측정 단위를 총 임대 면적이 아닌 기업체 수로 변경한다면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벤처 기업이나 건물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낮은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8 조, 법률 제 11232 호 (1997) 
61 이민화 외(2006),「한국벤처산업발전사」, 서울: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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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IMF 와 미국의 2008 년 경제위기 당시 도심지의 오피스 공실률 증가로 

인한 임대료 하락이 같은 시기 신생 기업들이 도심지에 입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으로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신생기업이 저렴하게 업무공간 임대하기에 어려워지게 된다. 

오피스 시장이 전체적으로 회복하여 불황기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던 매물의 가격 회복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신생기업들에게 선호되었던 Grade 

B 나 Grade C 오피스 빌딩이 고수익을 염두에 두고 Grade A 로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시도하는 것은 초과 기대 수익을 일정기간 

지원함으로써 저지할 수 있다.62 Grade B 오피스가 Grade A 오피스가 

될 경우 같은 입지에서 임대료가 상승하여 신생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지만, Grade B 로 유지될 경우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하여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입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건물주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개별 건물주들이 스스로 감수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정책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서 공간 자체가 수익사업의 도구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창업육성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62 Bowles, J and Giles, D (2012), New Tech City, New York: Center for an Urban 
Future, 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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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율적 대면접촉 

1)  인접성(Proximity)의 효용 

대면접촉의 중요성은 지식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중요도가 높은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 소통에 효율을 제공한다는 점과 조직과 

구성원들을 실체적 존재로 확립하는 효과에 있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배경으로서 건축적 스케일의 공간은 조직의 초기 단계에서 

대면접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지식을 전달하고 의미 암묵지(Implicit 

knowledge) 습득의 기회로서 대면접촉이 일어나는 건축적 공간에서 

배치는 대면 접촉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서울의 

스타트업의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보면서 관찰된 배치의 공통점은 개인 

좌석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있어 항상 의사소통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 이었다.  또한 시각적으로는 어느 위치가 대표나 

임원들의 자리인지 따로 설명을 듣지 않고는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좌석이 대체로 대등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오피스의 개인 책상 배치만 보고도 관료제 조직의 상하관계를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주로 창가에 앉고, 부서 장을 

기준으로 복도를 향해 일렬 배치된 좌석에는 직급 순서대로 부하 

직원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의 오피스 

레이아웃이다. 스타트업에서도 일정 규모이상 성장한 경우에는 대표와 

공동창업자 외의 피고용인도 분명 존재하지만, 일단은 직급에 관계 

없이 기능적으로 상시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초기 

조직에서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므로 이러한 배치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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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서도 스타트업의 오피스에서 상시적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으나 이를 위한 내부 공간의 배치에 대한 

선호는 조직마다 차이가 있었다. 업력이 1 년 이하인 한 스타트업은 

의사소통을 위해 마주보고 앉는 배치가 필요한데, 사무실 평면이 좁고 

긴 형태의 직사각형일 경우 책상을 두 줄로 마주보고 배치하면 복도가 

너무 좁아져 이동이 불편하였다고 답하였다. 이 스타트업은 보다 

정방형에 가까운 배치를 갖는 오피스로 이전하면서 책상을 벽면을 향해 

채우고 중심부에 마주볼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하여 등을 돌리면 쉽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도 통행에 필요한 복도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를 변경했으며, 이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창업멤버가 

주로 개발자로 이루어진 한 스타트업은 역시 좁고 긴 형태의 사무실에 

입주하였지만, 각자 서로 벽을 보는 형태로 좌석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개인적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응답하였다. 이러한 

배치에서도 역시 등을 돌리면 다른 사람과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도 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로 마주보고 앉은 경우보다 모니터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 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2)  선택적 개방성 

근대이래 건물 공급의 효율과 관료제의 감시기능 및 현안을 

공유한다는 목적에서 업무공간의 평면이 완전히 개방된 오픈 

플랜(Open plan)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각과 

청각이 모두 공적으로 개방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 처리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무의 경우 상시적 의사 교환을 

통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대면접촉이 필수적이지만, 반면 업무시간의 대부분은 혼자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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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을 발휘하여 컴퓨터와 대면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립적인 영역이 

필요하기도 하다. 스타트업 또한 인원이 적어서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식노동이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집중력과 프라이버시가 

업무의 효율에 중요한 만큼,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 아닌 선택적으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공간 활용에 동원될 

경우 보다 높은 업무 효율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공간의 질이 높아도 개인이나 조직 단위의 사적 영역이 침범 

당하는 경우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공간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또 다른 임대료 비용 지출로 이어지는 단점을 

갖는다. 서울시내 한 인큐베이터 오피스의 경우 상당히 공간의 질이 

높은 개방형 오피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였지만,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인구밀도가 높아져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대안으로 인근 카페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새로운 전용 업무 공간을 찾아 나섰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되는 시설의 경우 개별 조직에게 제공되는 업무 공간이 

대형 공간을 파티션으로만 구분한 것이어서 시각은 차단되었지만 

소리는 고스란히 공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인접한 팀끼리의 

프라이버시는 실질적으로 매우 낮아 업무공간으로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전용 공간을 갖는 시기는 주로 조직이 형성되어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 단계 이후이므로 조직 내부의 집중력을 

요한다. 특히 구성원들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의 아이디어의 보안에 

민감하거나 인접한 조직과 신뢰가 약한 경우 사적 영역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대면접촉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된다. 한 편, 

조직 구성원들의 성향과 업종에 따라서 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거나 활발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 선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직에게 파티션으로만 구분된 공간은 침묵을 강요 받아 불편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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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소음을 발생시키리라 예상되는 

조직이 보호장치 없이 인접할 경우 공간의 질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공간을 사용하는 조직의 특성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간 

구획의 정도가 보다 주의 깊게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3)  시각적 정보 공유 

서울의 스타트업의 오피스를 방문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주목할만한 시설물은 칠판이었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의 전개 과정을 공유하는데 시각적인 

매개체로 메모를 공유할 수 있는 빈 벽이나 협의된 사항을 적어두는 

용도로 대형 칠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조직 공통의 

의사결정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공간이 실재감을 부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시각적으로 공유된 일종의 매체로서 역할을 

칠판이 하고 있었음이 인상적이었다. 칠판이 부족할 경우 내용을 

선별하여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벽에 광택 시트지를 붙이거나 

심지어는 유리 파티션에도 마커로 메모를 직접 하거나 빼곡하게 

메모지를 붙여놓은 모습을 스타트업의 오피스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63 

전자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스마트폰과 타블렛 같은 일상적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기록이 

가능하고 공유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 시대에도 여전히 시각의 공유를 

통한 정보의 공유는 대면접촉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텍스트와 첨부 위주의 정보 공유 수단은 

                                       
63 Agile Scout (2011.3.21), Best Way to Set Up Your Agile Office - Is an Open Office 

Right?,  Retrieved from  
http://agilescout.com/best-way-to-set-up-your-agile-office-open-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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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저렴한 가격에 양적으로 유통하는데 기여하지만, 이러한 

수단들이 대면접촉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직까지 

대면접촉의 장으로서 업무 공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대면접촉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그 한 가지 방향으로 시각의 공유를 통한 

실재감의 증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격으로 같은 화면을 

동시에 공유하는 방식은 금융거래소의 스크린처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64  또한 상대방의 존재감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화상통신과 나아가 증강현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기술이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편화되어 현재 이메일과 

메신저처럼 널리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이런 활동이 가능한 

형태의 업무 공간 또한 기대될 것이다. 

 

4)  조직 정체성 표현 

물리적 공간에서의 대면접촉은 개인과 조직의 실체적 존재로 

확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65  따라서 대면접촉의 기회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배경 장치로서 공간은 중요하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 조직에서는 구성원들간에 일상 공유를 통해 

                                       
64 케이틀린 잘룸, 마누엘 카스텔(편), 박행웅(역)(2009), 금융 네트워크의 시간, 공간, 

기술,「네트워크 사회 : 비교문화 관점」, 서울:한울.  
65 대면접촉을 통해 실체 확인을 계기로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현저히 달라진 예로 다

음의 사례를 소개한다. “양정환씨와 장석우씨는 2002 년 말 일본에서 열린 콘서트를 보

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서울에 와서도 자주 만났고, 그를 통해 
다른 권리자들과의 대화도 시작됐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쉽게 풀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장씨는 다른 권리자와 달리 처음부터 소리바다에 우호적 이었던 걸까? 
장석우씨는 당시 음반회사들 중에서도 불법 서비스를 단속하기 위해 앞장선 소위 전위
대였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양정환씨를 잡겠다고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
본에서 우연히 만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장석우

씨는 그 대화를 통해 양정환씨가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돈벌이를 위해 인터넷 기술을 

악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다.” 김태훈양정환(2010),「소리바다는 왜?」, 서울: 현

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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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신뢰를 넓히는 계기로서 전용 업무 공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존이 창업할 때 테이블을 나무 문을 떼어 

만들었다 하여 미국의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문으로 만든 테이블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공간이용하고 가꾸는 과정은 초기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증가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픽사
66

와 

IDEO
67

의 경우 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업무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여 업무공간의 다양성을 사용자 스스로 창출하게 

허용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에게 높은 공간 만족도와 자연스럽게 

사적인 공간을 구획하여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최근에는 인력 

유치를 위하여 오피스 디자인을 세련되게 바꾸어 조직의 정체성을 

표현하려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68

 

  

                                       
66 Hartlaub, P.(2010.6.13), Creativity thrives in Pixar's animated workplace, San 
Francisco Chronicle, Retrieved from 

http://www.sfgate.com/bayarea/article/Creativity-thrives-in-Pixar-s-animated-wo

rkplace-3261925.php#photo-2411421 
67 톰 켈리 외, 이종인(역)(2002), 「유쾌한 이노베이션 : 세계 최고의 디자인 기업 IDEO

가 전하는 창의와 혁신」, 서울:세종서적. 
애덤 라신스키, 임정욱 (역)(2012), 「인사이드 애플」, 서울:청림출판, p.70-81. 
68 MacMillan,D (2012.6.8.), Startups' office space needs unique design, San Francisco 

Chronicle , Retrieved from  

http://www.sfgate.com/business/article/Startups-office-space-needs-unique-desig
n-3619255.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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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 용도 

1)  복합용도의 효용 

스타트업처럼 불확실한 조직에게 이러한 도시의 다양성은 검증의 

기회로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5 년간 창업한 스타트업중 제품의 성격이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경우 가 이전보다 많아졌으며 이러한 기업은 

국내에서는 테헤란로가 아닌 홍대 지역, 미국에서는 팔로 알토가 아닌 

샌프란시스코나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산업 

업종과 입지의 변화는 도시 공간이 보다 높은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을 

때 잠재가치가 높음을 암시한다.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개방되어 상시적 교류를 통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공간은 혁신적인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대면접촉의 효율이 극대화된 경우이다. 벨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층고가 높은 거대한 연구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종간 

융합을 통한 혁신의 장으로 유명하다. (Gertner, 2012) 샌디에고의 

솔크 인스티튜트(Salk Institute)도 공용공간을 통해 연구자들이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이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Leslie, 2008)좌석의 밀도가 낮은 대형 회의 공간을 두어 

시각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연결되어 교류의 기회를 열어두는 픽사의 

사옥, 사내에 질 좋은 카페테리아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글, 애플, 드롭박스, 트위터 같은 기업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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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의 용도 

인터뷰를 통해 좁은 생활 범위 안에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일상의 효율과 업무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식산업 종사자들에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장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실제로 한 

연구는 물리적 거리나 시간이 멀 때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밝혔다. (Jia, Edward &Karpen, 2009) 좁고 긴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새로운 공간에 진입하는 것 

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언어를 통해서도 부여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오피스의 회의실 이름이 ‘알라스카’ 인 

것 만으로도 그 방에 들어가면 현실과 상당히 멀어진 것 같은 심리 

상태가 되어 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 전환이 가능한 공간이 스타트업의 전용 업무 

공간에 인접하여 공급될 수 있다면 조직의 업무 효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전환을 위해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가까이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잠시 경험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다면 

제한된 일상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분위기의 회의실이나 업무와 무관한 게임이나 음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특한 휴게공간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회사들이 이러한 휴게공간이나 독특한 

회의실을 오피스 부대시설로 갖춘 것은 막연한 사원 복지가 아닌 보다 

실용적인 경험에서 기인한 것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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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노동자에게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은 보다 다양한 여가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며,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대도시에 대한 기업의 

입지 선호로 귀결된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미디어와 소비정보 관련 

기업들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 도심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69  실리콘 

밸리의 구글 같은 대형 기업들도 샌프란시스코로 전용 통근버스를 

운영할 만큼 근로자들의 대도시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과 공간에 대한 복합용도에 대한 선호와 효용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의 창업기업들이 응용소프트웨어 산업을 

통해 첨단기술과 다른 분야와의 결합을 시도하려는 융합적 흐름이 

지속될 경우 스타트업이 점유하는 공간이 보다 다양한 위치와 용도의 

공간과 인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창업 입지 지원이 물리적 공간으로서 

오피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주거와 여가처럼 사람들이 

도시에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계획을 함께 수반할 필요성이 있다.  

한 편 스타트업의 최초의 유인 요소로 작용한 도시의 다양성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라 저해될 우려가 있다. 스타트업은 도시의 

다양성을 자양분으로 불확실성을 검증 받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성장하기에 대도시 입지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들이 성장할 경우 주변 

지역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주체가 되어 기존 도시의 다양성을 

제공하던 주체들을 몰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야기하게 된다. 결국 스타트업의 성장은 기존 부동산 소유주나 

법인세를 올려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성장한 

                                       
69 2012 년 초 트위터(Twitter)가 샌프란시스코 시의 인두세(Payroll)방식의 법인세가 

회사 성장에 따라 불리해지자 이전계획을 발표하자 시에서는 2012 년 11 월 법인세를 
매출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IT 스타트업들의 도심지 잔존 및 신

규 입지를 촉진하였다. Gallager, B (2012.9.11) Mayor Ed Lee: Payroll Tax Taxes Job 

Creation In San Francisco , Tech Crunch, 

http://techcrunch.com/2012/09/11/mayor-ed-lee-payroll-tax-taxes-job-creation-i
n-san-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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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들에게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그 이웃들이 도시 공간에 

공존할 권리는 침해 받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70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첨단산업의 자생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적 수준에서 광범위한 임대료 

상승을 야기한 경우는 2000 년대 초반 이전의 강남 테헤란로 주변 

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스타트업들의 입지가 기존 

도심지역과 결합을 시도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도시의 생산성을 거시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 생산성이 높은 

단일 주체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관리 효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Cupertino 시에서 가장 큰 조세 

수익원은 애플이므로 캠퍼스 2 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71 

이 건축계획안은 건폐율 20%에 녹지로 둘러싸인 운동시설과 

카페테리아가 모두 갖추어져 도넛형 평면의 4 층 건물을 나타내며 

부지의 출입구는 1 개로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다. 72  이런 계획은 

직원들이 회사 밖으로 나가도 되지 않아도 되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무척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현재 애플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73 애플의 번영을 통해 Cupertino 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업무시설의 예상 수용인원인 13000 명은 Cupertino 시 

인구의 22%를 차지한다.74  국내외의 일부 2 차 산업과 소수의 기업에 

대해 의존도가 컸던 도시들이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대 도심지가 어떻게 쇠퇴했었는지를 떠올린다면, 이처럼 단일 

주체에 대해 도시 전체가 높은 의존도를 갖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70 Onishi, N.(2012.4.12), New San Francisco Tech Boom Brings Jobs but Also Worries 
,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2012/06/05/us/san-francisco-tech-boom-brings-jobs-and

-worries.html?smid=pl-share 
71 Apple Campus2 Press Conference, Retrieved from 

http://www.youtube.com/watch?v=8FEwHk9Ap7I&feature=plcp 
72 Cupertino City, Apple Campus 2 Project, Retrieved from 

http://www.cupertino.org/index.aspx?page=1107  
73 애덤 라신스키, 임정욱 (역)(2012), 「인사이드 애플」, 서울:청림출판, p.70-81. 
74 Cupertino 시 인구는 50832 명 이다. (2010 년 기준) Retrieved from 
http://en.wikipedia.org/wiki/Cupertino,_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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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라 예상된다. 만약 도시가 스타트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의 

발생을 기대한다면 도시 공간은 보다 다양한 소득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에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간의 규모 

스타트업의 오피스는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갖추기에는 전용 

면적이 업무용 책상을 담기에도 빠듯할 만큼 넉넉한 편은 아닌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창업 초기단계에서 이처럼 공간의 용도를 분화시켜 

활용 계획을 조정할 여유가 없어 보일 만큼 무척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해진 답이 따로 없는 지식 

산업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매일 소수의 같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긴박하게 보내는 일상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의 공간은 제조시설이 필요 없어 업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작아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보다 자유롭게 인접할 가능성을 

갖는다. 만약 스타트업이 인접한 위치에서 다양한 공간을 누릴 수 

있다면, 공간을 통한 업무의 효율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결과 스타트업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인지하고 활용하는 공간적 범위는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스타트업의 

일상은 매우 바빠서 지리적 생활 반경이 좁다. 오피스 안에서 하루 

8 시간 또는 그 이상의 업무시간을 보낼 때가 많으며 식사할 시간도 

모자라서 배달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무 시간과 그 

전후에 오피스 근처에서 가장 긴밀하게 사용하는 도시 공간은 

오피스에서 가장 가깝고 저렴한 카페였는데, 이는 주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회의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창업 후 약 3 년간 

일어난 일상을 기록하여 웹진으로 발행되어 출판된 한 스타트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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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서는 두 창업자가 한 아파트를 임대하여 부엌을 오피스로 삼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일하면서 보냈다고 

한다. 이들이 일상 업무에 지쳤을 때 기분 전환을 위해 찾은 곳은 

분위기가 자유로운 같은 건물 1 층의 커피전문점이었다.75  

일상생활의 반경이 좁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일단 고정위치에 

자리 잡은 이후 주변 환경으로 인식되는 범위 또한 상당히 좁은 범위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에게 오피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입주한 

누리꿈스퀘어가 위치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지역의 

전반적인 근린시설 밀도는 매우 낮다. 하지만 누리꿈스퀘어는 근처에서 

근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DMC 의 다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남 역삼동 보다 

전반적으로 외부환경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입주한 기업들도 캠퍼스와 도시의 다른 영역과의 연결을 

제외한 오피스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이 풍부하고 식당이 

저렴하여 일상생활의 질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작은 단위의 공간 개선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스타트업과 같은 조직에 필요한 양질의 

도시 환경은 넓은 도시 영역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도보거리 

수준에서 유효하다. 따라서 보다 국지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소규모 

공간 개선이 이러한 조직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성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75 존 러스크카일 해리슨, 이지원이혁성조봉연신철호(역)(2012), 「마우스드라이버 크
로니클」, 서울:럭스미디어,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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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요약 및 결론 

스타트업은 조직의 행태와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며 이에 따라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 또한 높은 유동성을 요구한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고도의 추상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협력하는 조직인 

스타트업은 사람이 가치창출의 주체가 되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특히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 이용 환경만 구비되면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고정된 업무공간을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법인설립 이후의 단계 이전에도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분업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또한, 스타트업은 제품의 발전여부에 따라 조직의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이에 따른 요구하는 임대 사무공간의 

규모도 가변적이다. 따라서 법인설립 이후의 고정적인 임대공간 외에도 

다른 기업형태에 비하여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기업설립 이전과 직후로 

보다 세분화된 시점에 따라 조직의 규모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 범위를 공간적으로 

도시에서 건축 및 실내공간까지 확대하고, 시간적으로 조직 형성과 창업 

준비단계까지 확장하여 스타트업의 동적인 조직으로서의 특성과 공간 

활용 방식의 특성을 실제 창업자와 스타트업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최근 개인과 조직 모두 인터넷과 무선기기로 무장하여 정보 

접근력이 높아진 가운데 과거 최신정보 획득을 위해 동종 산업의 

집적지에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교외 신흥 업무중심지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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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결과 초기기업의 특성과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이 결합하여 

여전히 창업 5 년 이내의 스타트업은 대도시 중심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지식을 소통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대면접촉을 

통한 교류는 무선통신과 인터넷이 대면접촉의 완전대체제가 되기 어렵다. 

대면접촉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널리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것의 배경이 되는 장소의 기능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인 법인을 

설립하고 조직단위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는 

보다 조직의 실체와 내부적 규범이 보다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조직수준에서 필요한 위치에 고정적으로 입지하는 것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단기적으로 모여들기 용이한 위치가 선호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접근성이 높은 대도시의 중심지들이 기업의 초기단계에서 선호될 

것이며 이러한 장소들이 법인으로서 점유하는 임대 업무공간 이외에도 

스타트업의 생산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초기단계의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조직 

내외로부터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대면접촉의 질이 중요하여 

스타트업은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고 기호에 따라 다양한 환경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킹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의 높은 지적 능력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갖는 과정도 가치창출의 생산성 향상에 보다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내부 구성원간의 업무를 위한 전용 

임대 공간 외에 조직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도시환경을 갖춘 입지가 스타트업의 생존과 번영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대면접촉의 기회는 공간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야의 공통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전수하고 미래의 동료를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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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인 모임행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또한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고도의 

정신적 노동을 수행하는 지식근로자들이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함에 따라 스타트업은 

이러한 지역에 입지를 필요로 한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증가하며 기업가들을 위한 공간의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본격적인 정보 통신사회로 

진입하여 지식의 주체인 사람들의 협업 방식이 보다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생산 방식의 변화의 표현 방식이다. 물리적인 

공간은 이러한 생산 활동의 가장 필수적인 배경으로서 향후 건축과 도시 

공간 계획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입지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이러한 

동적인 조직의 특성의 반영이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2.   정책 제안 

1)  인적 네트워크를 담는 공간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가담하는 산업 관련 주체들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시장 경제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의 정보탐색기능의 일부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생존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자발적인 벤처 캐피탈에 의한 

투자로 주도되어 전세계의 인재들이 몰려들어 세계 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인 실리콘밸리와 관주도적 자금 조달과 상대적으로 내부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핀란드의 첨단산업 혁신체계의 성과를 비교할 때 사회적인 

복지수준을 제외한 산업 생산성 측면에서 실리콘밸리의 자발적 

네트워크의 효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Castells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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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경우 2008 년 경제위기 이후 첨단산업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공학 관련 인력이 부족함을 깨달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넬 대학의 응용과학 캠퍼스를 유치하였다. 이 건물이 

완공되는 동안 구글 뉴욕 지사 오피스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코넬 

대학의 고급 인력을 구글에서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76 

대학과 주요 기업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조직의 유치는 2000 년대 초반 닷컴붐이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졌던 

뉴욕의 실리콘 앨리는 올해들어 미국 내 스타트업 제 2 의 지역으로 

급부상하는데 기여한 결과가 보여진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대학교가 가장 밀집해있지만, 한 편 공학계열 

캠퍼스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위치나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응용과학분야의 대학 캠퍼스와 기업을 시내로 

유치하려는 뉴욕시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 

네트워크의 상당수가 서울이 아닌 곳에 위치한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 

전문 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들 대학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적 중심성이 떨어지고, 광역 교통망의 발달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결국 창업은 서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본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지방에 이러한 

대학들이 위치한 지역에 미칠 수 있다면 도시적 편의시설의 질 외에 

우수한 자연환경과 공간 시설, 그리고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에 거주하여 

높은 수준으로 일상을 공유하게 되어 창업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과 같이 업무시간과 일상생활의 공간적 영역이 출퇴근을 통해 

분리된 경향이 강한 지역에서의 도시적 편의시설의 효용은 특수한 

상태의 조직인 스타트업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에는 보다 

                                       
76 Cornell Chronicle (2012.5.22), NYC tech campus finds temporary home at Google, 
Retrieved from http://www.news.cornell.edu/stories/May12/NYCGoog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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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간 인력 이동이 활발한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기업간 인적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정보의 유통이 

보다 활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지식 

유출(Knowledge spillover)은 정보 확산을 통한 시장의 빠른 변화에 

기여한다. (Saxenian, 1994) 스타트업 밀도가 아직 높지 않고, 직주 

분리경향이 있는 서울과 같은 상황에서 지식 유출과 특화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물리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 높은 방식은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모임 행사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중 저녁과 주말 오전 시간 등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주체들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모임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77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개방되어있지만 내용이 다양한 

이러한 모임들의 개최 위치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어나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비용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고 혜택을 

주는 과정 또한 혜택의 정도에 따라 평가와 관리 업무가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모임의 성격의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대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각각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분리하여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나름의 합리성을 

갖는다 볼 수 있다.  

 

 

 

                                       
77 소셜게임개발 스타트업인 선데이토즈의 기업명은 창업자들이 일요일마다 모여서 창업
관련 회의를 했던 모임공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 임원기(2012.9.17), 선데이토즈 이

정웅 사장의 창업스토리, http://limwonki.com/539) 구글 코리아(Google Korea)는 스타

트업 지원 방식의 하나로 회의실 임대 업체를 통해 공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Google Korea Developers 블로그, 2012 년 하반기 한국 커뮤니티 모임 지원 프로젝트 
안내, http://googledevkr.blogspot.kr/2012/06/2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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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 

미국이나 유럽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상주 업무 

공간이 함께 제공되고, 멤버쉽(Membership)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 

명성과 지역내 수요가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존재한다. 진입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의 경우 누적 성공사례가 많고 

선발 주기가 3 개월 내외로 회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배출한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나 벤처 캐피탈이 존재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스타트업을 하려는 사람도 많고, 성공률이 높은 창업 보육 프로그램도 

많아 서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공간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대료 산정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참여자들에게 평균 70-80% 이상의 높은 출석을 요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여 시장에서 검증 받은 기업이 아직 없다면, 

프로그램에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재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사정에 맞는 

저렴한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프로그램의 질을 꼼꼼히 

따지기 전에 공간과 지원금 때문에 이러한 공공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창업자들이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이자 

프로그램의 효용은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얻는 단기의 금전적 지원에 

있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보다 공식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하지만 문헌을 통해 얻기 어려운 암묵적이고 희소한 

지식을 상주하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하려는데 보육 프로그램 

참여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경영 성과를 임대료로 수익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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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 공유의 가능성 확대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재학생의 절반 정도는 광역 통학을 

하고 있어 재학생의 대부분이 기숙사와 캠퍼스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상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공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상당히 높은 배태성을 가지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은 캠퍼스 타운 문화를 가진 지역의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서 지리적 인접과 상호 접근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창업으로 이어지는 조직 형성을 기대하기도 캠퍼스 타운의 대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낮으리라 예상된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도 업무집중도가 높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오피스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비용이 높으므로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출퇴근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다. 인터뷰 중에서 

대상자가 20 대 후반 30 대 초반의 미혼자로서 거주지 이동성이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근처로 이주를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한 편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상태를 전제 할 때 도시적 수준에서 

업무 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의 공통관심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보다 폭넓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층위에서 누적되고 교차되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배태성은 

보다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신뢰 향상과 양질의 경험적 정보 

획득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계급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양질의 환경을 갖추는 것 또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Florida(2000)의 주장을 

참조하면 지역의 혁신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기업활동적인 

측면에서의 클러스터 지구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것 못지 않게 도시의 



  

- 90 - 

환경의 질을 높여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것 또한 설득력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있어서 인적 자본의 영향을 규명한 

기정훈(2007)의 논의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서울시 벤처 입지 

분포의 특징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주거,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과의 

인접을 벤처기업의 입지와 관련 있는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창우 

이명우, 2011) 도시 환경의 향후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 정책 

수립에 있어 기업 입지와 함께 주거 및 편의시설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여 도시 환경의 질적 요소의 중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4)  낮은 변경 비용 

창업자의 연령과 사회경험에 따른 자기자본의 양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부담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자기자본의 양이 보증금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적은 사회생활 유경험자들의 경우 보다 임대료에 

대한 고려는 월세와 관리비 등의 현금지출부분에 국한되고, 이에 따라 

임대공간 선택에 있어서 보다 공간 활용을 통한 전략과 공간 자체의 

질에 폭넓은 평가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반면 자기자본의 양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월세와 관리비로 이루어진 현금지출은 물론 보증금 

조달이 결정적으로 어려워 공간 선택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비용이 된다. 

대학생 창업자 인터뷰에서 전용 업무공간은 외부효과 및 접근성을 

차치하고 무조건 임대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창업과정에서의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국내 보증금과 월세 계산 방식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보증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세는 작아지므로, 보증금이 큰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초기 자본이 적은 창업자들에게 보증금은 자체가 큰 

부담이다. 이에 보증금이 3 개월분 월세의 선납형태로 제공되는 

서울시내 일부 창업보육시설은 임대 비용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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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오피스의 보증금 산정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투자금의 상당부분이 오피스 임대료 지출로 예견되는 가운데, 

스타트업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번영을 기원하는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의 공간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기대해볼 수 있다. 실제로 

창업보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선정 

과정이 성장 가능성 높은 조직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잠재적 

가능성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보상을 요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 오피스 임대 시장을 통해 업무공간을 임대할 경우 창업자는 

책상과 의자, 인쇄기기, 정수기와 같은 시설을 스스로 구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업종과 무관하게 널리 공통적으로 쓰이는 시설을 조달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쉽다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맨 처음 집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전략으로 저렴한 중고를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개인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긴 최근 첨단산업의 특성상 의자의 질은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성능이 떨어지면서 저렴한 의자를 

구매하는 것이 결코 장기적인 생산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질 높은 시설물이 빌트인(Built-in)형식으로 오피스에 함께 공급되고, 

사용료가 임대료에 포함된다면 이러한 물건을 자산으로 보유할 능력이 

없는 초기 기업들도 양질의 업무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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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공간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위
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정에 관련된 공간에 관한 내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연구의 일환으로서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초기기업과 도시 공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창업자들의 실제 경험을 통한 정보는 귀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연
구의 결과물이 서울에서 스타트업이 필요로하는 요건을 갖춘 공간이 확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은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ses.snu.ac.kr)환경계획학과 도시및 지역계획학 석사과정
email  |  eunjinkim@snu.ac.kr              서울의 스타트업 지도|  here-iam.net/startupmap_seoul
twitter |  twitter.com/@eunnkimm 

Part A. 공간사용 현황
A.0. 회사의 일반사항

1) 회사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함____________

연락처: 이메일__________________   트위터 @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

2) 업종 *

__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__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
__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__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__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__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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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__ 그외 업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설립 시점 (창업을 목적으로 창업자들이 조직을 결성한 시점) ______년 _______월 

5) 법인 등록 시점 (아직 미등록인경우 공란) ______년 _______월 

6) 벤처기업 지정 시점 (아직 미등록인경우 공란) ______년 _______월

7) 창업(설립) 이후 지금까지 오피스 이사 경험이 있습니까? *  _______회
여기서 입주한 오피스는 법인 등록 이전에도 창업을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오피스에 입주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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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스타트업의 오피스
여기서 '오피스'는 회사 설립이후 조직으로서 업무을 위하여 입주하였던 공간을 말합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 입주하였던 각
각의 오피스에 대해 질문이 같은 양식으로 반복하여 주어집니다. 가장 처음 입주한 오피스부터 현재 입주중인 오피스에 대해 
각각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2) 입주 당시 구성원 수 *
3) 여러 대안 중에서 이 오피스 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

4) 이 오피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

5)  입주결정 후 정보탐색, 계약을 거쳐 
입주까지 소요된 총 시간*
6) 전용 면적 *
7) 임대 시작 시점 *
8) 임대기간 *
9) 임대 방식 *

10) 월세 *
11) 보증금 *
12) 관리비 *
      > 기타 주요 임대관련 비용
13) 이 오피스틑 스타트업의 업무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원을 조달하
기에 어느 정도 적합합니까? *                                 
(5 가장적합 >> 1부적합)

14) 이 오피스는 업무 외의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데 어느 정도 적합합
니까? *                         (5 가장적
합 >> 1부적합)

15) 직원 전용 업무공간외 다른 용
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16) 이 오피스에 입주한 동안 있었던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7) 전용 오피스 외에 가장 자주 이
용했던 근처 장소는?

1    최초의 오피스  2   두 번째 오피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명 __________ 명
①가격 ② 규모 ③ 지역 ④ 건물/실내 ⑤ 
투자자와 인접 ⑥ 신규인력 유치 ⑦ 일상 
생활편리  ⑧교통 편리         ⑨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①가격 ② 규모 ③ 지역 ④ 건물/실내 ⑤ 
투자자와 인접 ⑥ 신규인력 유치 ⑦ 일상 
생활편리  ⑧교통 편리         ⑨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①공인중개사 ② 다른 스타트업  ③ 투자
자 ④ 지인 ⑤ 인터넷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①공인중개사 ② 다른 스타트업  ③ 투자
자 ④ 지인 ⑤ 인터넷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주 __________ 주

_______제곱미터 / 또는 ______ 평 _______제곱미터 / 또는 ______ 평
________ 년 ________ 월 ________ 년 ________ 월

________ 년 ________ 개월 ________ 년 ________ 개월
① 전세 ②월세 ③ 본인 소유
④무상 (공공기관 프로그램)             ⑤ 
Sublease: 전체___/부분___ 임대
⑥기타___________________

① 전세 ②월세 ③ 본인 소유
④무상 (공공기관 프로그램)             ⑤ 
Sublease: 전체___/부분___ 임대
⑥기타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자금조달  ------------- 1   2   3   4   5
인력조달  ------------- 1   2   3   4   5
최신정보  ------------- 1   2   3   4   5
멘토링  ---------------- 1   2   3   4   5 
마케팅서비스  -------- 1   2   3   4   5
법률/회계서비스 ------1   2   3   4   5

자금조달  ------------- 1   2   3   4   5
인력조달  ------------- 1   2   3   4   5
최신정보  ------------- 1   2   3   4   5
멘토링  ---------------- 1   2   3   4   5 
마케팅서비스  -------- 1   2   3   4   5
법률/회계서비스 ------1   2   3   4   5

상업/문화시설이용 --- 1   2   3   4   5
공원이용 -------------- 1   2   3   4   5
주거 ------------------- 1   2   3   4   5
자기계발 -------------- 1   2   3   4   5

상업/문화시설이용 --- 1   2   3   4   5
공원이용 -------------- 1   2   3   4   5
주거 ------------------- 1   2   3   4   5
자기계발 -------------- 1   2   3   4   5

①직원 휴식공간
②외부인 참여 회의
③단기(일회성 행사) 대관
④장기 임대(Sublease)
⑤스타트업 관련 행사 자체 개최
⑥스타트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관
⑦기타______________________

①직원 휴식공간
②외부인 참여 회의
③단기(일회성 행사) 대관
④장기 임대(Sublease)
⑤스타트업 관련 행사 자체 개최
⑥스타트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관
⑦기타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99 -



6) 전용면적: 계약서상의 임대면적에서 복도와 계단실, 옥외공간과 같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해당 오피스의 순수한 실내 면적, 부

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곱미터 단위로 명시 9) 전월세: 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Sublease: 타인이 건물주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잔여 기간동안 기존 임대자와 계약하는 경우 10)월세: 매월 현금으로 납부하는 임대료  11) 보증금: 전월세 계

약을 부동산 소유주와 직접 맺을때 계약 초기에 지급하여 계약 완료 후 되돌려받는 돈  12) 관리비: 월세와 보증금 외에 현금으로 

건물주에게 납부하는 비용으로 복도나 계단실 등 공용공간에 대한 청소나 전기, 수도세를 포함한 유지보수비용

1) 주소

2) 입주 당시 구성원 수 *
3) 여러 대안 중에서 이 오피스 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

4) 이 오피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

5)  입주결정 후 정보탐색, 계약을 거쳐 
입주까지 소요된 총 시간*
6) 전용 면적 *
7) 임대 시작 시점 *
8) 임대기간 *
9) 임대 방식 *

10) 월세 *
11) 보증금 *
12) 관리비 *
      > 기타 주요 임대관련 비용
13) 이 오피스틑 스타트업의 업무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원을 조달하
기에 어느 정도 적합합니까? *

14) 이 오피스는 업무 외의 일상생
활을 영위하는데 어느 정도 적합합
니까? *

15) 직원 전용 업무공간외 다른 용
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16) 이 오피스에 입주한 동안 있었던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7) 전용 오피스 외에 가장 자주 이
용했던 근처 장소는?

 3    세 번째 오피스  4    네 번째 오피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명 __________ 명
①가격 ② 규모 ③ 지역 ④ 건물/실내 ⑤ 
투자자와 인접 ⑥ 신규인력 유치 ⑦ 일상 
생활편리  ⑧교통 편리         ⑨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①가격 ② 규모 ③ 지역 ④ 건물/실내 ⑤ 
투자자와 인접 ⑥ 신규인력 유치 ⑦ 일상 
생활편리  ⑧교통 편리         ⑨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①공인중개사 ② 다른 스타트업  ③ 투자
자 ④ 지인 ⑤ 인터넷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①공인중개사 ② 다른 스타트업  ③ 투자
자 ④ 지인 ⑤ 인터넷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주 __________ 주

_______제곱미터 / 또는 ______ 평 _______제곱미터 / 또는 ______ 평
________ 년 ________ 월 ________ 년 ________ 월

________ 년 ________ 개월 ________ 년 ________ 개월
① 전세 ②월세 ③ 본인 소유
④무상 (공공기관 프로그램)             ⑤ 
Sublease: 전체___/부분___ 임대
⑥기타___________________

① 전세 ②월세 ③ 본인 소유
④무상 (공공기관 프로그램)             ⑤ 
Sublease: 전체___/부분___ 임대
⑥기타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___________만원

자금조달  ------------- 1   2   3   4   5
인력조달  ------------- 1   2   3   4   5
최신정보  ------------- 1   2   3   4   5
멘토링  ---------------- 1   2   3   4   5 
마케팅서비스  -------- 1   2   3   4   5
법률/회계서비스 ------1   2   3   4   5

자금조달  ------------- 1   2   3   4   5
인력조달  ------------- 1   2   3   4   5
최신정보  ------------- 1   2   3   4   5
멘토링  ---------------- 1   2   3   4   5 
마케팅서비스  -------- 1   2   3   4   5
법률/회계서비스 ------1   2   3   4   5

상업/문화시설이용 --- 1   2   3   4   5
공원이용 -------------- 1   2   3   4   5
주거 ------------------- 1   2   3   4   5
자기계발 -------------- 1   2   3   4   5

상업/문화시설이용 --- 1   2   3   4   5
공원이용 -------------- 1   2   3   4   5
주거 ------------------- 1   2   3   4   5
자기계발 -------------- 1   2   3   4   5

①직원 휴식공간
②외부인 참여 회의
③단기(일회성 행사) 대관
④장기 임대(Sublease)
⑤스타트업 관련 행사 자체 개최
⑥스타트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관
⑦기타______________________

①직원 휴식공간
②외부인 참여 회의
③단기(일회성 행사) 대관
④장기 임대(Sublease)
⑤스타트업 관련 행사 자체 개최
⑥스타트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관
⑦기타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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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오피스 임대 과정

1) 입주할 오피스를 찾는 과정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을 찾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관련기업 인접 위치 ☐ ☐ ☐ ☐ ☐

지원시설 인접 위치 ☐ ☐ ☐ ☐ ☐

주거지와의 적정 거리 ☐ ☐ ☐ ☐ ☐

지역 선호 ☐ ☐ ☐ ☐ ☐

건물과 실내 환경 선호 ☐ ☐ ☐ ☐ ☐

상업지구 인접 위치 ☐ ☐ ☐ ☐ ☐

2) 임대 면적의 단위와 기간은 필요한 정도와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

오피스의 전용면적: 조직 구성원은 3명인데, 임대할 수 있는 오피스들의 최소 면적이 10명이 들어가도 충분한 큰 공간일 
경우 오피스의 전용면적은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음. 
계약기간: 회사의 성장 속도가 빨라서 6개월 이내에 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5명이 입주할 오피스를 
2년 동안 계약해야 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과잉'.

매우 부족 부족 적정 과잉 매우 과잉
오피스의 전용면적 ☐ ☐ ☐ ☐ ☐

계약 기간 ☐ ☐ ☐ ☐ ☐

> 위와 관련한 경험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임대비용 (보증금, 월세, 관리비) 조달 방법은? *

① 창업자들의 공동 자산   ② 창업자(들)의 개인 자산  ③ 금융기관 대출 

④ 창업자들의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의 대부   ⑤ 공공기관 프로그램의 비용 지원  ⑥ 기타

4) 오피스에 필요한 시설과 조달 방법은? *

신품 구매 중고 구매 임대 불필요
개인 책상과 의자 ☐ ☐ ☐ ☐
개인석 분리용 파티션 ☐ ☐ ☐ ☐
개인 컴퓨터 ☐ ☐ ☐ ☐
공용 음향시설 ☐ ☐ ☐ ☐

싱크대 ☐ ☐ ☐ ☐
냉장고 ☐ ☐ ☐ ☐

복합기 (출력, 팩스, 스캔) ☐ ☐ ☐ ☐
전화기 ☐ ☐ ☐ ☐

5) 오피스 임대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중복선택가능)

① 적정한 임대료의 오피스를 찾는 것  ② 필요한 규모의 오피스를 찾는 것  ③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 

④ 알맞은 매물을 찾고 입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긴 것  ⑤ 업무에 관계된 활동이 편리한 입지를 찾는 것 

⑥ 일상생활이 편리한 입지를 찾는 것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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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설립후 최초의 오피스 입주 전의 창업활동과 공간 

1) 최초의 오피스 임대 이전에는 주로 어느 장소에서 모였습니까?

조직 설립 이전( = 위 A.0. 회사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한 '설립 시점'이전)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제품화 
하기 위하여 창업을 목적으로 모여 하나의 조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직원들이 장기 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사
용하였던 임시 모임 공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주 사용한 순서대로 3개)

장소 선택요인

장소의 이름이나 위치, 또는 주소 

(예) ㅇㅇ카페 삼성역 점, ㅌ모임공간 강남점,
      ㅁㅁ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세미나실 등

① 교통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서 

   (프로젝터, 인터넷 등)  
④ 집중하기에 적합해서 

⑤ 지역 분위기를 선호해서 

⑥ 공간 내부 분위기를 선호해서

1

2

3

2) 전용 오피스와 비교할 때 위에서 선택된 가장 활발히 사용된 장소들의 장/단점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창업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업자를 선호합니까?  선호한다___     선호하지 않는다___     관계없다___

4)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업자가 모이는데 위 1)에서 응답한 공간이 어떻게 기여하였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창업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은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주 _________ 회
6) 모임별 평균 소요 시간은?  __________ 시간
7) 모임별 평균 참여 인원은?  __________ 명
8) 모임별 1인당 평균 소요 비용은?  모임 공간 사용을 위한 비용과 교통비 포함 ___________ 원
9) 모임장소까지 도달하는데 구성원들이 각각 소요하는 시간은 어느정도 였습니까?  (최대 5명까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30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구성원 1 ☐ ☐ ☐ ☐ ☐

구성원 2 ☐ ☐ ☐ ☐ ☐

구성원 3 ☐ ☐ ☐ ☐ ☐

구성원 4 ☐ ☐ ☐ ☐ ☐

구성원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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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B. 공간의 역할
B.1. 스타트업과 공간

1) 창업자들이 서로 처음 알게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동창  ② 대학(원) 동창 ③ 직장 동료 ④ 친목 활동  ⑤지인의 소개 ⑥ 같은 행사 참여 

⑦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소개  ⑧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시점:  _______년 _______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단서 (예)ㅇㅇ대학에서 있었던 좌담회
2) 업무관련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선호 *

오피스 집 카페 모임/강연 여가활동지
내부 상호신뢰 축척 ☐ ☐ ☐ ☐ ☐

내부 아이디어 공유 ☐ ☐ ☐ ☐ ☐

제품관련 중요 아이디어 ☐ ☐ ☐ ☐ ☐

조직 내부 일상업무 ☐ ☐ ☐ ☐ ☐

인적 네트워크 확장 ☐ ☐ ☐ ☐ ☐

외부 정보 탐색 ☐ ☐ ☐ ☐ ☐

외부인과의 업무 ☐ ☐ ☐ ☐ ☐

홍보 ☐ ☐ ☐ ☐ ☐

3) 업무관련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대 *

업무시간 (9to6) 점심시간 업무중 휴식시간 퇴근후 귀가전 귀가후
내부 상호신뢰 축척 ☐ ☐ ☐ ☐ ☐

내부 아이디어 공유 ☐ ☐ ☐ ☐ ☐

제품관련 중요 아이디어 ☐ ☐ ☐ ☐ ☐

조직 내부 일상업무 ☐ ☐ ☐ ☐ ☐

인적 네트워크 확장 ☐ ☐ ☐ ☐ ☐

외부 정보 탐색 ☐ ☐ ☐ ☐ ☐

외부인과의 업무 ☐ ☐ ☐ ☐ ☐

홍보 ☐ ☐ ☐ ☐ ☐

4)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선호 *

*대면접촉: formal/informal 모임과 대화, 행사, 강연참여 등/ 전화: 유선 및 개인 휴대전화, 컨퍼런스콜 
 / SNS (Social Network Service): 기업 또는 개인 계정

대면접촉 전화 이메일 화상채팅 SNS

내부 상호신뢰 축척 ☐ ☐ ☐ ☐ ☐

내부 아이디어 공유 ☐ ☐ ☐ ☐ ☐

제품관련 중요 아이디어 ☐ ☐ ☐ ☐ ☐

조직 내부 일상업무 ☐ ☐ ☐ ☐ ☐

인적 네트워크 확장 ☐ ☐ ☐ ☐ ☐

외부 정보 탐색 ☐ ☐ ☐ ☐ ☐

외부인과의 업무 ☐ ☐ ☐ ☐ ☐

홍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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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 초기 과정에서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공간과 관련하여 전용 오피스, 창업 이전 멤머들과 교류하는 공간, 도시적 배경, 사업과 관련한 정보습득, 일상생활의 질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2. 외부조직과의 교류

1) 어떤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시점:  _______년 _______월

2) 어떤 인큐베이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프로그램 포함) _________________

 >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시점:  _______년 _______월

3) 투자유치나 멘토링과 같은 외부조직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데 있어서 위치가 어느 정도 인접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
까? *

     ① 같은 건물   ② 도보거리   ③ 30분 이내 거리   ④ 1시간 이내 거리   ⑤ 2시간 이내 거리    ⑥ 거리와 무관

4) 투자자와 인큐베이션/멘토링 외에 어떤 조직과 가장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까? (협력, 계약 또는 친분)

 >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공간에 대해 남기고 싶은 말
창업자로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대한 제안
도 좋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대했던 공간에 대한 건축 도면을 공유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도면 ___    배치 스케치___    사진___

법인설립시 제출하셨던 입주 공간의 도면과 그 이후의 임대 공간에 관한 배치와 규모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어떤 자료
라도 좋습니다. eunjinkim@snu.ac.kr로 보내주시거나, 제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인터뷰에 응하시겠습니까?
인터뷰를 통해 현재 귀사의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자료의 질을 높이는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설문에 응답해주
신 내용을 바탕으로 30분 ~ 1시간 이내 소요가 예상됩니다. 인터뷰 가능 날짜와 시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곧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가능 날짜와 시간 ______월 _______일 (오전/오후) ______시 

감사합니다

- 104 -

mailto:eunjinkim@snu.ac.kr
mailto:eunjinkim@snu.ac.kr


  

- 105 - 

Abstract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Startup Companies 

 

Kim, Eunj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ment of business is important in urban economy to 

effectively adapt for post-Fordism and create new jobs. A startup 

company is a fast-growing dynamic organization who cooperates to 

provide novel solution under extreme uncertainty usually from 

high-tech and creative industry. Physical space requires the most 

significant portion of expense for newly created business. And at the 

same time it is most basic available resource need to be used 

strategically. Previous researches are conducted mainly on 

businesses after establishment for larger geographical coverage. 

However, this research expands its perspective toward the dynamic 

status of creation of firms. In addition, it examines the effect and 

function of physical space while startup companies located in Seoul 

experience while they were evolving into official organization.  

Theological nature of startup consists of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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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from organization theory and production process mainly with 

knowledge.  Startup is an economic organization to overcome 

bounded rationality and drive innovation by cooperation. Moreover, 

members and firms lie on extensive complex social network in which 

they interact. Embeddedness from social network enables newly 

created firms to survive and grow. Since most startups are related to 

production process dealing with knowledge, diversity is preferred 

since it delivers opportunities to innovate and certainty. Moreover, 

startup prefers face-to-face interaction because of efficiency of 

communication to share complex and abstract knowledge. Startup is 

also possible to combine with other functional spaces since it 

requires only limited office furniture.  

 Startup covers not only a nascent firm after establishment 

but also includes team formation and firm preparation to clearly 

explain its dynamic nature. Team formation includes meet-up, 

lecture series, and workshops where people search their possible 

partners. After team creation, startup experience the most uncertain 

but demanding period of firm preparation for about three to four 

months. The role of venture capital and business incubating program 

is important for this status of startups to increase its competence 

faster by providing mentoring and capitals.  

Functions of work space for nascent firms are providing 

legitimacy for its externalities, asking responsibilities to its members, 

and providing efficiency in internal communication. Although 

startups tend to locate near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th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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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of rent and positive agglomeration effect would change 

while the organization grows.  

Space startup companies experience and use have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Firstly, while value of space is calculated by its physical 

accessibility, space with high accessibility recently tend to be 

occupied by sharing its authority with whom needs limited portion of 

the value derived from physical accessibility. Secondly, since size 

and form of organization experience rapid change, startup prefers 

flexible occupancy such as coworking space, business incubator 

office, and sublease. Thirdly, face-to-face interaction is important 

to create and spread tacit knowledge within the firm. In addition, 

since most startups accompany with software development, both 

privacy and close interaction with members are important. They 

prefer to visually share updated information on physical walls. And 

way to inhabit the work space contributes to reinforce organizational 

identity. Lastly, because of its simple requirement for furniture and 

spatial supply, space for startup could be accompanied by various 

urban spaces with various functions. Adjacency to diverse spaces 

also contributes enhancing productivity of knowledge workers. 

Moreover, startups tend to experience only restricted realm of 

physical space due to its fast-pacing work style and it could be 

considered to developing urban spaces for small business.  

Startup represents a more extensive transition of cooperation 

to produce value based on the transition from manufact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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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ociety. While growth of startups would be expecte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planning of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s. 

 

 

Keywords: Startup Company, Office, High-tech Industry, Business 

Location, Flexible Occupancy, Organiz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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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que  lleva  mucho  tiempo  en  aprender,  

lleva  mucho  tiempo  También  en  olvidarse.  

  

-  Dichos,  adagios  y  modismos  -     

 

배우는 데 오래 걸리는 것은, 잊는 데에도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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