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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유오피스 환경 특성 및 이용자 특성이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 및 자료에 의하면, 공유오피스 

사업은 1) 전통적 임대 시장의 공실률 지속 증가 2) 10인 이하 스타트업 및 1인 기업 

증가 3)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시너지 및 네트워크 창출 수요 증가 로 인해 2015년 

이후에 큰 성장을 이루었고, 공유오피스 이용자 역시 벤처창업, 1인기업, 프리랜서 

등으로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오피스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오피스가 출현하기 전에 주로 인식되었던 전통적인 

오피스의 형태를 일반 오피스로 본다면, 공유오피스 또한 일반 오피스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로 임대 방식, 임대 기간, 

제공되는 서비스, 입주 형태의 항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용자의 입주기간(계약기간 또는 임대기간)으로, 기존 오피스의 경우 

임대 기간이 통상 2년 정도로 정해져 있어 이용자의 특성이나 선택 요인이 계약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유오피스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최소 

1달부터 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특성이나 선택 요인이 입주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유오피스의 주 이용자는 창업, 1인기업, 

프리랜서 등인데, 이들의 사업이 불안정하거나 일하는 형태가 자유롭다고 해서 

입주기간에 일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 그룹의 

전체적인 특성이 비슷하더라도, 단기로 입주했을 때와 장기로 입주했을 때 각 기업이 

느끼는 효용 차이에 따라 입주기간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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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오피스 환경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공유오피스 공간특성 요인과 이용자특성 요인, 

입지특성 요인으로 구분되어 분석에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공유오피스 공간특성 요인 

중에서 일반 오피스 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월이용료와 보증금이, 공유오피스 

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공용라운지 면적과 지정석 상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유오피스 이용자특성 요인 중에서는 체험권 사용 여부, 1인 

기업 여부, 인원 변동 가능성 여부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유오피스 입지특성 요인 중에서는 지하철역 

더미 변수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공유오피스의 명목 월임대료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실제가치가 반영된 월이용료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입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이 적용되어 입주할 수 있는 등 비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영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진행된 

추가 혜택의 적용 여부가 종속 변수인 입주기간에 강한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추가 혜택 예상 효과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자가 공유오피스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역과 가까이 있는 이용자의 입주기간이 더 

짧게 나타나는 것은 해당 이용자의 대부분이 1인 기업 또는 이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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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유오피스 관련 양적인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 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이라는 

변수를 다룸으로 기존 오피스 연구의 방향과는 다른 공유오피스라는 업무 공간과 

관련된 새로운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강남권의 세 가지 공유오피스를 범위로 두고 있어, 입지적 요인과 같은 환경 

변수를 더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이용자 관련 자료 

중 계약의 중도해지 및 연장 자료가 명확히 확보되거나 계약 시 결정한 입주기간과 

다르게 중도 퇴실 등의 이유로 계약 기간이 조기 종료된 이용자의 입주기간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면, 입주  기간을 더 분명하게 설정 및 조정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유오피스 환경, 공유오피스 이용자, 입주기간 

학  번 : 2018-2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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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유오피스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피스의 새로운 형태로 주로 상권 

임대료가 높은 중심업무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운영 업체가 건물 전체를 빌리거나 

매매한 뒤 해당 공간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업무 공간으로 제공하고, 라운지와 회의실 

등의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라운지, 

커피바, 우편물 보관함, 회의실 등이 넓고 쾌적하게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용자 

개인의 공간인 업무 공간은 비교적 작은 면적으로 제공된다. 개인 업무 공간이 작게 

제공되더라도, 일반 오피스를 임대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보증금과 같은 부담이 적은 것과 개방된 공용공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네트워킹을 

중요하게 여기는 업종의 경우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는 것을 더 큰 비용의 절감으로 

여긴다. 오히려 기존 오피스의 평균적인 임대 면적이 사업체 크기보다 더 커서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불가피한 회사들의 경우 적절한 공간과 임대료를 찾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선택하기도 한다. 1 기존 연구 및 조사자료에 의하면, 업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일하기 원하지만 오피스를 임대할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1인기업이나 신생스타트업과 같은 집단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중심업무지역에 

위치하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  

 
1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 KB 경영연구소 책임연

구원 서동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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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유오피스라는 오피스 형태는 일반 오피스와 같이 업무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용자의 특성과 공간 환경 특성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공유오피스와 일반 오피스는 임대 방식, 임대 기간, 주요 임차인, 입주 형태, 인당 평균 

전용면적, 제공받는 서비스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대 기간’이 

자유롭다는 점이 공유오피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유오피스 공간과 이용자 특성이 구성되기도 한다. 일반 오피스의 임대 기간은 통상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공유오피스의 임대 기간은 개월 단위로 끊거나 일일권을 

사용할 수도 있을 만큼 자유롭다. 일반 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할 때는 계약 

기간이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지만, 업무 특성이 자유롭거나 

변화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짧거나 자유로운 계약 형태를 강하게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오피스의 계약 기간은 이용자가 업무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감지되거나 그 특성을 밝히기 어려운 모호한 자료인 반면, 

공유오피스에서의 계약 기간은 이용자의 선호도와 특성이 감지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역할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오피스에서 이용자가 결정하게 되는 “입주기간”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한 후, 입주기간에 영향을 주는 공유오피스 공간 환경 특성 요인과 이용자 특성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공유오피스라는 업무 공간의 형태가 활발하게 확산된 2015년 

이후 공유오피스와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오피스 운영 

주체가 대부분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공간 환경 혹은 이용자, 임대료 등의 양적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이용자와 공간 관의 영향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양적 

연구 보다는 공유오피스 유형의 사례분석, 공유오피스 공간 디자인 등의 분야에 연구가 

치우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오피스 이용자 특성 자료 및 공간 환경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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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공유오피스라는 새로운 업무 환경 특성을 양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공유오피스에서 입주기간이라는 항목이 다양한 이용자 선호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보이고,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특성과 공간 환경 

특성 요인과 그 현상을 살펴봄으로 새로운 업무 환경 형태인 공유오피스를 여러 

방면에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해당 분석 결과를 통해 공유오피스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공유오피스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하는 요소에 대한 

영향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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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환경 특성 요인, 이용자 

특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 서울의 주요 업무 지역 중 하나인 GBD에 위치한 공유오피스 

세 곳의 공간 환경 데이터와 각 지점을 이용하고 있는 203명의 이용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공유오피스 세 곳은 각각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역과의 거리, 층수, 사용층 개수 등 입지조건은 각각이 상이하다. 이용자의 

범위는 공유오피스 입주를 결정하여 업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또는 회사이며, 

자료의 기간은 2016년~2019년 3년 간이다. 해당 자료에는 짧게는 일주일부터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여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까지 정보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구축된 자료 내에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이용자와 현재 입주해 있는 이용자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계약이 종료된 이용자와 현재 입주해 있는 이용자 모두 계약 시 

정한 기간을 입주기간으로 두어 분석을 진행한다.  

우선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유오피스와 일반 오피스의 두드러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과정을 통해 공유오피스와 일반 오피스의 유사한 특징과 서로 

다른 특징이 도출될 것이며, 차이를 지니는 여러 변수 중에서도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이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공유오피스의 입주기간은 단기일 때 장기일 때 모두 각각의 효용이 존재하므로, ‘신생 

스타트업’이라는 같은 입장에 처해 있더라도 효용의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기존 오피스 계약 형태에서는 입주기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기간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으며, 주거 및 기타 분야에서 진행된 

입주기간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해당 선행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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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공유오피스에서는 입주기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유오피스 운영의 면에서 이용자를 만족시키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입주기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오피스의 공간 환경 특성 요인과 이용자 

특성 요인이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공유오피스도 여전히 일반 오피스와 같은 업무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오피스 공간 환경 특성 요인에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일반 오피스 특성 요인도 

포함되어 구성되었다. 일반 오피스 특성 요인과 공유오피스 특성 요인을 구분하여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환경 특성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자 특성 

요인은 이용자 성별, 연령, 1인기업 여부, 사업자 여부, 업종의 안정성 등으로 구성되어, 

공유오피스 이용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최종 선택하여 결정되는 입주기간은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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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2.1.1. 공유오피스의 유래와 전통적 오피스와의 차이 

공유오피스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공간의 첫 출현은 1980 년대 미국에서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드 오피스(Serviced Office)’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공유오피스 사업모델과 비슷하게, 빌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한 후 해당 

공간을 나누어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개인들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고, 공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수요가 있는 업무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면에서 ‘서비스드 오피스’로 불리워 왔다.  

국내에는 2000 년대 초반 ‘비즈니스 센터’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서비스드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마련된 독립 사무 공간에 회의실, 우편, 전화, 비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기존 오피스처럼 전체 기업이 2 년 이상의 긴 

기간으로 정식으로 입주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도 출장이나 추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었다. 하지만 협업이나 

회사 공간 이외에서의 업무 등의 새로운 형식이 자유롭게 자리잡지 못한 당시에는 크게 

각광받지 못한 서비스였다. 

2015 년을 기점으로 과거 비즈니스 센터 사업모델에서 아이디어 공유(Networking) 

및 협업(Coworking)이 가능한 환경이 더해진 다양한 서비스드 오피스 브랜드가 

등장하였고, 전통적 오피스에 대한 인식 변화, 10 인 이하 스타트업 및 1 인 기업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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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변화된 업무 패러다임에 의한 수요와 잘 맞아떨어져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대부분 ‘코워킹스페이스’ 또는 ‘공유오피스’로 불리우고 있으며, 오피스 산업 

주체나 업무 공간 수요자 입장에서 모두 재조명 받는 분야가 되었다.  

공유오피스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오피스가 출현하기 전에 주로 인식되었던 전통적인 

오피스의 형태를 일반 오피스로 본다면, 일반 오피스와 공유오피스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다음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표 1 일반 오피스와 공유오피스의 차이 

항목 일반 오피스 공유 오피스 

임대 방식 
사무실 공간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대 
운영업체를 통해 일부 공간을 전대 

임대 기간 통상 2년 이상 
3개월~1년 (최소 단위로는 1개월 

사용도 가능) 

서비스 전용공간, 로비 

사무가구/용품, 유/무선 인터넷, 

복합기, 회의실, 휴게실, 커피, 다과 

등 

리셉션 서비스 

라운지 및 커뮤니티 운영 

입주자 네트워킹 지원 

입주 형태 독립 공간 
독립 오피스(1~4인 이상), 지정좌석, 

비지정 좌석 

출처: 하나 산업정보 보고서(2018), KB경영연구소 보고서(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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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방식의 경우, 일반 오피스는 이용 주체가 오피스로 사용할 공간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대하는 방식이고, 계약 또한 이용 주체와 건물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공유 오피스는 이용 주체가 오피스로 사용할 공간을 운영업체를 통해 전대하는 

방식이고, 건물주와의 소통은 운영업체에서 전담한다. 계약은 이용 주체와 운영업체가 

체결하며, 사실상 제공되는 모든 공간은 운영업체에서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공간을 이용하며 생기는 불편사항이나 개선점은 운영업체가 해결하게 된다.  

임대 기간의 경우, 일반 오피스는 보통 1년~2년이 최소 계약 기간이며,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용자가 계약 기간에 맞추는 형태이다. 반면, 공유 

오피스의 임대 기간은 이용자 특성에 의해 최대 2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며, 최소 

계약 단위는 1개월부터도 가능하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 준비, 프로젝트 팀 등 업무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단기간에도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의 업무 공간이 선호 된다. 

업무 공간을 이용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일반 오피스는 전체 공간만이 

주어지며 업무 공간에 필요한 사무 가구, 회의실, 휴게실, 탕비실 등의 공간은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반면, 공유오피스는 회의실과 라운지, 휴게실 등이 

타이용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개인 사무 가구와 커피, 

다과 등이 이용료에 포함되어 제공된다. 추가적으로 공유오피스에서는 소규모 스타트업, 

1인 기업 등이 주요 이용자임에 따라 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네트워킹/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입주 형태의 경우, 일반 오피스는 층 단위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회사가 각자의 독립 

업무 공간을 이용한다. 건물에 따라 1층 및 건물 입구에 로비 및 리셉션이 운영되기도 

한다. 반면, 공유오피스는 같은 층에도 1인~4인 이상 수용 가능한 독립 오피스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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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형태이면서 이용자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지정 좌석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형태이면서 

이용자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비지정 좌석제 등으로 오피스 이용 상품이 구분되어 

있다.   

 

2.1.2.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 현황과 성장배경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공유오피스를 

사업모델로 하는 몇 가지 업체가 시장을 구성하였고, 2016년에 전세계에 지점을 

확장하고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인 ‘위워크’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최근까지 여러 

업체들의 신규 출점과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총 57개 

공급업체에서 192개, 총 11.9만평 규모의 공유오피스를 운영 중으로, 2017년 대비 

39개 업체, 99개 지점, 7만 5천평이 신규 공급된 결과임을 고려하면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1년 사이에 공유오피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유오피스의 주요 출점 지역은 GBD인데, 2017년 

이후에는 CBD를 비롯해 홍대, 성수동 등 기타 권역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5년까지 대부분의 공유오피스가 GBD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한 반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공유오피스 면적 중 GBD 지역 내 공유오피스가 차지하는 면적은 50% 

이하로 감소하였다.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공유오피스 공간의 수요와 수요자의 특성을 

 
2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 KB 경영연구소 책임

연구원 서동한,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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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할 수 있다. 3국내 공유오피스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오피스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은 1) 전통적 임대 시장의 공실률 지속 증가 2) 10인 이하 스타트업 및 1인 

기업 증가 3)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시너지 및 네트워크 창출 수요 증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임대 시장의 오피스 공실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당 

공실률 해소 방안의 하나로 공유오피스가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공유오피스는 기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일반 오피스 

공실률은 10%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는 반면, 공유오피스의 평균 공실률은 자연 

공실률보다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가 활발해진 산업 

환경의 변화가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벤처 

기업은 2008년 1.5만개에서 2016년 3.3만개로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직원 수 10인 이하 사업자 또는 1인 기업은 소규모 오피스와 저비용,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드 오피스의 주요 수요자이다. 마지막으로,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 배경으로써 네트워킹과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업무 형태로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의 협업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공유오피스에서는 업무 공간 뿐만 아니라 협업 및 네트워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3  하나산업정보 보고서 ‘산업융합시리즈 2호 – 플랫폼 비즈니스: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기회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문태, 이주완, 오수진, 마지황 2018.7.13 제20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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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의 검토 

 

기존에 진행된 선행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존 오피스 관련 연구 중 

이용자 및 공간과 관련된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선행 연구로 보았으며, 결과로 

제시한 변수를 본 연구의 분석에 차용하고자 하였다. 기존 오피스 관련 연구 중 이용자 

및 공간과 관련된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아주 많고 다양하며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두고 있으므로 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겨지는 변수에 

대해서만 해당 표에 나타내었다. 또한, 공유오피스 관련 연구 중 이용자 및 공간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를 추가 선행 연구로 보았으며, 결과로 

제시한 변수를 본 연구의 분석에 차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입주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와 ‘입주기간’과의 통상적인 

관계를 구분하여 변수 구성을 추가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유오피스의 ‘입주기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거 및 기타 분야에서 시행된 입주기간 관련 

연구를 살펴 보았으며, 공유오피스의 입주기간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 주는지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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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 오피스 및 공유오피스 특성 관련 선행연구 

구분 연구 주제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일반 오피스 

관련 연구 

일반오피스 

임대료 결정요인 

헤도닉 가격모형, 

위계적 선형모형, 

다중회귀분석 

접근성, 입지 편의성, 빌딩 

기본시설, 내부 인테리어, 

주 업무공간, 업무 보조 

공간, 공용공간, 가격 

한혜선(2013) 
코워킹 공간 

구성과 특성 
사례 분석 

커뮤니티와 협업의 기회가 

제공되면서도 업무 공간에 

충실할 수 있는 조화로운 

공간이 필요함. 

서종석, 

이근추 

(2015) 

 

운영 특성 운영자 설문조사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 

다양화 순으로 3대 

운영요소를 도출함. 

장은석 

(2016) 
공간 특성 

사례분석, 만족도 

설문조사 

협업과 업무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개인 공간보다 협동 공간에 

중요성을 둔 배치, 기기 

사용의 편리함, 다양한 접촉 

공간 

김원준(2017) 
공유오피스 

구성요소 

설문조사, 중요도 

분석 

고유업무공간, 업무지원 

공간, 사업확장지원 공간 

김진수 

(2018) 

 

이용자 입주특성 심층인터뷰 

교통, 업무공간(개인공간), 

빌딩규모, 입주사 유형, 

임차 면적, 멤버십 옵션, 

공용공간(회의실) 

배철희 

(2018) 

공간 구성과 

운영 요소 

설문조사, 중요도 

분석 

공간구성, 멤버십관리, 

코워킹 관리, 건축요소 

순으로 상위 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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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린(2019) 

공유오피스 유형 

분석, 사용자 

특성 

사례분석, 

설문조사 

프랜차이즈 유형,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유형,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유형 별로 운영 

유형의 차이에 따라 공간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상이함. 

Chaewan 

Kim (2019) 

 

이용자 입주 

특성 
Fuzzy 분석 

입지, 업무환경, 브랜드, 

경제성 

배하누 

(2019) 
임대료 결정요인 헤도닉 가격모형 

(일반 오피스 특성) 

지하철역과의 거리, 

접면도로, 연면적, 건물연한, 

개별공시지가, 전용률, 입지 

권역 

(공유오피스 특성)  

리셉션, 프랜차이즈, 회의실, 

층, 공간 점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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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일반 오피스 관련 선행연구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존 오피스의 사무 환경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 오피스 임대료 결정요인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연구의 대부분은 헤도닉 가격모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위계적 선형모형, 다중회귀 분석 등을 통해 오피스 임대료 결정요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오피스 임대료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접근성, 입지 편의성, 빌딩 기본시설, 

내부 인테리어, 주 업무공간, 업무 보조 공간, 공용공간, 가격 등이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어 오피스 임대료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2.2 공유오피스 관련 선행연구 

한혜선(2013)은 코워킹 공간을 새로운 업무공간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사례 분석을 

통해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제안하였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내에 분포한 코워킹 공간의 환경적 배경과 개념, 멤버십 플랜을 분석하여 코워킹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코워킹 공간은 커뮤니티를 뚜렷이 

나타내면서 협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내의 경우에는 

오픈된 업무 공간에만 치우쳐지지 않도록 조화로운 공유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종석, 이근춘(2015)은 AHP 기법을 통해 설문지를 설계하고 코워킹스페이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코워킹스페이스의 운영 전략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 및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3대 운영 요소는 커뮤니티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 및 인테리어, 서비스 다양화 및 가격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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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고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코워킹 문화가 

공간에 지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장은석(2016)은 코워킹스페이스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업무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므로,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자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특성과 각 특성에 따른 특성 요소를 도출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협업과 업무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개인 공간보다 협동 

공간에 중요성을 둔 배치, 기기 사용의 편리함을 위한 설비, 다양한 접촉 공간의 설계 

등이 창의성 증진을 위한 코워킹 공간 설계의 구성 요소로 나타났다.    

김원준(2017)은 공유오피스 구성요소의 중요도 분석 연구를 통해서, 공유오피스 

이용자에 따라 제공할 공유오피스 구성요소 제공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오피스 사용자를 분석하여 공유오피스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용자별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스타트업과 비스타트업에 따라 공유오피스 구성요소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두 그룹 모두 고유 업무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업무지원 공간과 사업확장지원 공간으로, 공유오피스 

추가 공급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김진수(2018)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용자들은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공용공간의 이용 

의견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용공간의 중요성 보다 업무 공간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빌딩의 규모, 입주사 유형, 임차 면적, 멤버십 옵션, 

공용공간(회의실)이 공유오피스 입주를 결정하는 공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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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희(2018)는 코워킹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도출을 통해 운영 주체들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사례를 통해 

코워킹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공간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간구성, 멤버쉽 관리, 코워킹 관리, 건축요소 순으로 상위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희린(2019)은 이용자들이 추구하는 공유오피스 환경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운영 

형식에 따른 공간 특성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프랜차이즈 유형과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유형,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유형의 차이에 따라 공간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상이함을 나타내었다. 

Chaewan Kim(2018)은 사용자 관점에서 공유오피스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 요인과 

사업자 관점에서 공유오피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결정 요인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용자 설문을 바탕으로 Fuzzy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용자가 공유오피스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입지, 

업무환경, 브랜드, 경제성으로 나타났다. 

배하누(2019)는 오피스의 새로운 트렌드인 공유오피스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 요인을 헤도닉 가격모형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공유오피스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존 오피스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연면적, 주차 가부, 

권역, 보증금 유무 및 최소 임대기간이며, 공유오피스의 특성을 고려한 변수로는 

리셉션 유무, 프랜차이즈 여부, 해당 층, 운영 규모, 좌석지정 여부 및 공간개방 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유오피스 특성인 좌석 미지정, 개방공간의 변수가 

공유오피스 임대료에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공유오피스가 기존의 공간 

렌탈 비즈니스의 변형된 형태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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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입주기간 관련 선행연구 

최은선(2012)은 자가가구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거주기간으로 두고 독립변수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주택 특성, 지역 특성 요인으로 설정한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점유형태별 영향 요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자가가구의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주택규모로 나타났고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가구의 소득 

주택 규모로 나타났다. 점유형태에 상관없이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연령으로, 생애주기가 거주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현석(2004)은 시장잔류기간을 종속변수로 두고 평형, 층수, 조망, 세대배치, 

계약자 연령, 계약자 성별, 거주지와 단지와의 거리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생존분석을 

통해 동일 단지 내에 개별 세대에 대한 선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장잔류기간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개별 세대의 선호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 

정의하고 있다.  

손병희(2017)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양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초기계약률, 계약 기간, 계약자거리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양 성과의 기준을 계약 기간으로 두기 위해 계약 기간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 또한 이현석(200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을 수요자 선호도가 반영된 자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승관(2012)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특성이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장기거주자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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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지지망 요인으로 그 특성을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특성 및 영향 요인을 

밝히고 추가적인 시스템적 대안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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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요약 및 토의 

 

공유오피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공간은 2015년 이후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 현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편이다. 첫 번째로, 공유오피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담긴 현황 및 

분석 자료를 통해 일반 오피스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공유오피스는 여전히 업무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오피스 관련 

연구를 통해 이용자가 업무 공간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차용하였다. 세 번째로, 공유오피스 공간의 특수한 형태와 이용자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일반 오피스와 구별되는 공유오피스 특성 변수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주기간과 관련된 주거 및 기타 분야의 기존 연구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하게 되는 

입주기간이 보통은 선호의 특성을 가지며, 운영 주체는 입주기간을 장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는 제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앞서 밝혀진 것과 같이 일반 오피스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일괄적이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의 이용 형태 및 선호도 면에서는 계약 기간 변수가 종속변수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공유오피스 관련 연구 역시 양적인 자료를 통한 분석은 

임대료 영향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 이외로는 아직까지 시행된 바가 없다. 공유오피스 

관련 연구는 대부분 공간 계획 및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져서 공유오피스를 계획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공간 설계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또는,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개인의 선호도 혹은 만족도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분석으로 시행되어 객관성이나 답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자료의 대상이 한정적이거나 질문의 구성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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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거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기 쉽다는 중요한 위험성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실증 분석이 진행되려면 공유오피스 환경 및 이용자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나,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 민간 업체이며 이용자 관리 

시스템이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 오피스와 달리 입주기간이 이용자마다 서로 다르고, 해당 변수는 

이용자의 선호도 이외에도 추가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오피스의 

입주기간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은 이용자의 특성에 의해 단기일 때와 장기일 때 모두 

서로 다른 효용을 가진다. 이는 서로 다른 이용자가 초기 기업이라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환경에 따라 어떤 항목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지는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입주기간이 기간 별로 가지는 의미는 다음의 표로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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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기 및 장기 입주기간이 가지는 의미 

단기 입주기간 장기 입주기간 

� 공간에 대한 불만족 

� 단기 이용의 목적 

� 정식 입주 전 체험 

� 업무 이외 추가 공간으로 이용 

� 정가 지불 능력 보유 

� 다른 공간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 

� 공간에 대한 만족 

� 장기 계약을 통한 비용 절감 

� 기본 임대기간이 1년 이상 

� 현재 자리에 적응 

� 다른 공간을 알아보는 시간 

자체가 비용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이 짧다는 것은 첫째로, 공간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낸다. 공간을 사용하는 도중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면 입주를 

재고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의 이용을 중지하게 된다. 또는, 공간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당장 급하게 업무할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단기간의 

상품 사용을 결정하게 된다. 둘째는 애초부터 단기간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입주하는 경우이다. 다른 사무실로 정식 이사하기 전 잠깐 머무를 때가 필요하거나, 

이미 회사 건물이 있지만 프로젝트팀이 단기로 업무할 공간을 찾는 경우 등에 짧은 

입주기간을 결정한다. 셋째, 공간을 정식으로 이용하기 전에 단기간을 사용해보고 

결정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입주기간을 짧게 결정한다. 이는 비용 절감보다 공간의 

적합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용자의 선택 양상이며, 단기간 동안 체험 형식으로 

공간을 이용해 본 후 만족도에 의해 그 다음의 입주기간이 결정된다. 넷째는 정식 업무 

공간이 있지만 추가적인 공간 이용을 위해 공유오피스를 찾는 경우이다. 해당 이용자는 

초기 기업이거나 회사의 자금이 불안정한 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공간 이용을 위해 

단기 입주를 결정한다. 다섯째로, 정가 지불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이용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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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초기 기업이 장기로 입주하는 상황과 반대로, 

단기로 입주할 경우 추가적인 할인이나 혜택을 누리지 못함에도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비용과 상관없이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단기로 입주한다. 마지막으로,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의 

입주기간이 짧다는 것은 해당 이용자가 더 좋은 공간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다면, 더 질이 좋고 비싼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입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용자는 해당 

공간에서는 짧은 입주기간을 갖게 된다.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이 길다는 것은 첫째로, 공간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다. 

재연장의사가 있거나 재연장 이력이 있는 경우는 공간과 비용에 대해 만족하여 해당 

공간에서 입주기간을 더 늘리고자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장기계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에서는 장기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많은 이용자들의 장기 입주를 유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창업 준비 기업처럼 공간을 결정 및 이용하는 데 있어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경우에는 공간에 완벽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 입주를 결정하게 된다. 세번째는 

기본적으로 1-2 년 이상을 임대하여 왔던 기업임을 나타낸다. 일반 오피스를 주로 

임대하여 지내던 회사의 경우 1 년 이상의 임대를 기본 계약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오피스의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난 공유오피스를 경험하기 위해 이용을 시작하지만 

입주기간은 여전히 일반 오피스를 이용하던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장기 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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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네번째는 현재 사용하는 좌석에 적응하여 긴 시간동안 

입주한 것을 나타낸다. 이용하고 있는 상품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기간 

정도를 이용하다 보니 접근성과 업무 공간에 적응되어 계약을 연장하여 지내기도 한다.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이 길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추가 공간을 알아보는 시간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상품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이제 막 시작하여 업무량이 많고 스케줄이 바쁜 기업의 경우에는 옮겨갈 다른 사무 

공간을 보러다니는 시간 자체를 더 큰 비용으로 여기며, 현재 공간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시간 등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 이용하던 상품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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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질문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질문 

 

공유오피스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된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도출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오피스의 새로운 유형인 공유오피스에서 이용자가 결정하게 되는 

“입주기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연구 질문 2-1. 공유오피스 운영업체는 이용자를 만족시키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입주기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공유오피스 공간 환경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질문 2-2.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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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형과 가설 

 

연구 모형은 선형 함수식에서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하여 변환한 반로그함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가 이용자의 입주기간임에 따라, 각 특성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입주기간이 동일한 배율로 변화한다는 가정은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며, 추정 

계수의 값은 각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입주기간 변화율을 나타내게 된다.  

함수에 로그를 취하여 변환하게 되면, 비선형이던 함수 관계를 선형으로 변환하여 

특성 간의 영향 관계와 그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개별 특성과 종속변수의 

변화 관계에서 변화량의 절대량이 아닌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 또는, 단위 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영향 관계 분석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분석 

단위를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단일 변수를 변환하기도 한다. 

	

	

4𝑦" = 𝛼 + 𝛽𝑥" + 𝜀" …… (1) 선형 함수 

log 𝑦 = 	𝛼 + 𝛽𝑥 …… (2) 종속변수 변환 

log	(𝑦") = 𝛽/ + 𝛽010" + ⋯+ 𝛽313" + 𝑒"	 …… (3) 반로그함수 추정식 

 

4 β는 x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y의 변화 단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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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로그함수에서 β 는 x 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한 y 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반로그함수 

원형식에서 양변을 변형해주면 β 는 
56/6
51

 로, x 가 아주 미세하게 변화할 때 dy/y 의 

순간 변화비율을 나타내고, 5β*100%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함수를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선형적이거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띄는 등의 함수 관계를 선형으로 바꾸어 다룰 수 있기 때문인데, 함수식의 

변환으로 인해 x 와 y 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계수의 의미 및 해석도 달라진다. 

독립변수가 연속함수이며 계수값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근사치를 이용하여 β*100%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가 변수의 차이를 측정할 수 없는 더미 변수이거나 

계수값의 오차가 큰 경우에는 𝑒8-1 을 y 변화에 대한 변화율로 해석할 수 있다.  

반로그함수식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힐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공유오피스 공간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일반 사무공간 특성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공유오피스 공간 특성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공유오피스 이용자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추가 혜택 이용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β 에 100 을 곱하여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은 근사치로 해석하는 경우로, 각 변화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근사치의 오차가 매우 큰 상황이나 더미 변수의 경우에는 

𝑒8-1 을 변화율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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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2. 사업의 안정성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공유오피스 입지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대중교통과의 거리는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8 

제 3 절 분석 자료의 구성 

 

3.3.1. 입주기간  

본 연구의 분석은 공유오피스 이용자 203명의 입주기간을 종속변수로 한다. 203명 

중 오픈 이벤트로 입주하여 보증금이 0원인 29명의 데이터는 분석 전처리 과정에서 

삭제 되었다. 최종적으로 174명의 자료가 구축되어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시행되었다. 또한, 174개의 데이터에는 계약이 종료된 건과 진행 중인 

건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이 진행 중인 건의 경우 아직 이용자가 계약 시 

제시한 기간을 입주기간으로 이용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의 요약과 토의 과정에서 고찰 되었듯이, 이용자의 입주기간은 

공유오피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영업 유도 방법이며, 입주기간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입주를 결정할 때도 입주기간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입주기간은 이용자 특성이 비슷할 때도 각 이용자가 어느 

항목에서 더 큰 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금 확보가 불안정한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이동이 잦아 

입주기간을 짧게 두기도 하지만, 장기 계약시 적용되는 할인 프로모션을 받으려면 

입주기간을 길게 두기도 한다. 이는 각 이용자가 어떤 효용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3.2. 공간환경 특성 요인 

선행 연구 및 조사자료에 의하면, 공유오피스는 전통적인 오피스의 역할을 



 

  29 

수행하면서도 차이가 분명한 공간 형태를 지닌다. 그리고 이것은 이용자의 선호 및 

입주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공간 특성 

요인은 일반 오피스 특성 요인과 공유오피스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공유오피스만이 

가지는 공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 오피스 특성에 속하는 요인으로는 

월이용료, 보증금, 공시지가 대비 월이용료 변수가 사용되었고, 공유오피스 특성에 

속하는 요인으로는 공용라운지 면적, 상품(지정석), 전용면적 대비 라운지 면적 변수가 

사용되었다. 전용면적 대비 라운지 면적은 아직까지 공유오피스에서 개인의 업무공간 

영역을 공용공간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공용공간의 면적이 

공유오피스 이용 의사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개인 업무 공간의 영역이 

개인의 선택에 더 우선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변수로써 모형에 

투입되었다.  

 

3.3.3. 이용자 특성 요인 

앞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유오피스의 주 이용자는 벤처창업 기업, 1인 기업, 

프리랜서 등으로 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이용자의 

특성은 이용자가 입주를 고려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이용자 특성에 속하는 요인으로는 체험권 사용 여부, 사업자 여부, 

인원변동 가능성 여부, 1인 기업 여부,  공간 추가이용 여부 변수가 사용되었다.  

 

3.3.4. 입지 특성 요인 

입지 특성은 주거 및 오피스에서 이용자가 해당 재화를 이용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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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공유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입지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과의 거리 변수가 입지 특성을 밝히기 위한 요인으로 

사용되었다.  

표 4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종속변수 Log(입주기간) 

독립변수 

이용자 특성 

체험권 사용여부 

1인 기업 여부 

인원변동 가능성 

사업자 여부 

공간 추가이용 여부 

공간 특성 

월이용료/공시지가 

상품 – 오픈 지정석 

공용라운지 면적 

월이용료 

보증금 

계약면적 

입지 특성 지하철 1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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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 통계량 분석 

 

공유오피스 이용자 데이터는 선정릉역, 교대역,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3개의 

공유오피스로부터 수집되었다. 3개 공유오피스에서 203명의 이용자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나, 결측치와 이상치 제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74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수집된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이용자 기초통계량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건물 면적 174 178.5 742.5 506.9 213.6623 

공용면적 174 82.92 529.82 328.31 173.8372 

공용라운지 

면적 
174 33.90 183.12 97.88 67.92016 

공시지가 174 8932000 40800000 24403270 13859274 

공시지가 

대비 

월이용료 

174 0.0000000 0.0006000 0.0001379 
0.0001274

393 

월이용료 174 159.9 12717.4 2882.2 3118.456 

보증금 174 0 1100000 317126 266467.6 

입주기간 174 4.0 730.0 172.7 163.2046 

상품1 174 0.00000 1.00000 0.04598 0.2100397 

상품2 174 0.0000 1.0000 0.1897 0.3931596 

상품3 174 0.00000 1.00000 0.7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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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석 여부 174 0.0000 1.0000 0.2356 0.4256181 

체험권 사용 

여부 
174 0.0000 1.0000 0.1609 0.3685172 

전용면적 174 1.700 15.800 5.163 3.146284 

창문 여부 174 0.0000 1.0000 0.7414 0.4391404 

사업자 여부 174 0.0000 1.0000 0.7644 0.4256181 

회의실 

이용시간 
174 7.00 28.00 8.81 3.087118 

회의실 면적 174 7.00 27.90 18.56 8.07396 

성별 174 0.0000 1.0000 0.6839 0.4662911 

연령 174 21.00 66.00 40.86 8.606829 

사용층수 174 1.000 7.000 3.569 1.900217 

연장 여부 174 0.0000 1.0000 0.2586 0.4391404 

추가공간 

이용 여부 
174 0.0000 1.0000 0.07471 0.2636859 

주차 여부 174 0.0000 1.0000 0.05747 0.2334126 

인원변동 

가능성 여부 
174 0.0000 1.0000 0.1954 0.3976544 

1인기업 여부 174 0.0000 1.0000 0.5747 0.4958133 

1인당 

전용면적 
174 0.600 12.000 3.621 1.900914 

지하철역과의 

거리 
174 40.0 360.0 251.7 118.9764 

버스정류장과

의 거리 
174 55.0 215.0 142.8 62.27275 

지하철역 

100m 이내 

더미 

174 0.0000 1.0000 0.2126 0.4103585 

버스정류장 

100m 이내 

더미 

174 0.0000 1.0000 0.2126 0.41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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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은 공유오피스로 사용되는 모든 공용공간과 전용공간의 합을 나타내며 각 

지점의 층 당 면적이 비슷하여 가장 많은 층을 사용하는 지점이 가장 넓은 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물 면적의 최소값은 178.5 ㎡이고 최대값은 742.5 ㎡이며 평균은 

506.9 ㎡으로, 4 개 층을 이용하고 있는 1 개의 지점이 가장 큰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공용면적은 건물 면적 중 독립오피스와 지정석으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제한 면적이다. 

공용면적의 최소값은 82.92 ㎡이고 최대값은 529.82 ㎡이며 평균은 328.31 ㎡으로, 

해당 면적에는 라운지와 회의실, 복도 등이 포함된다. 공용라운지 면적은 커피바와 

휴게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면적으로, 리셉션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의 공간에 대한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용라운지 면적의 최소값은 33.9 ㎡이고 최대값은 

183.12 ㎡이며 평균은 97.88 ㎡이다. 공용라운지의 면적 또한 각 지점이 운영하는 전체 

면적에 비례하는 양상을 띈다.  

공유오피스 임대료의 경우, 같은 가격이라도 어떤 상품인 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각 건물의 공시지가 데이터를 반영하였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단위면적당 산정된 금액이다.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약 3 년 간의 데이터이므로, 공시지가는 해당 

계약이 시작된 날짜가 포함된 해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상품에 대한 

계약이라도 계약 시작 일자가 차이 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공시지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시지가의 최소값은 8,932,000 원이고 최대값은 

40,800,000 원이며 구축된 데이터의 평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는 24,403,270 원으로 

나타난다. 보증금과 월이용료, 오피스 전월세전환율 자료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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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월이용료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최소값은 159.9 원이고 최대값은 

12717.4 원이며 평균은 2882.2 원으로 나타난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계약면적은 

독립 오피스 공간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사용면적은 공용라운지나 

회의실 등 공용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영한 단위면적당 월이용료 

데이터에는 실사용면적이 반영되어 있다. 공시지가 대비 월이용료의 최대값은 

0.0006 이고 평균은 0.0001379 으로, 실제 가치에 비하여 월이용료는 현저하게 작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추가 공간 이용, 공간 이동의 자유, 네트워킹, 소셜 프로그램)이 임대료에 

실질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주기간은 이용자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기간이며, 최소값은 4 일이고 

최대값은 730 일이며 평균은 172.7 일이다. 자료가 수집된 공유오피스의 업체의 최소 

이용 기간은 1 달로 규정하고 있으나, 추후 공간 이동 또는 체험을 원하는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7 일 부터 21 일까지의 계약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최소값 4 일은 

7 일 입주 후 공간 이동 또는 불만족 등의 이유로 중도 퇴실한 이용자의 경우이다. 또한, 

자료가 수집된 3 년의 기간 중 가장 길게 입주한 이용자는 약 2 년으로, 모든 계약은 

최대 2 년의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 구축된 공유오피스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6 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입주하여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품 유형은 출입과 공유오피스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면서 개인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석(상품 1)과 출입과 공유오피스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면서 개인의 자리가 오픈되어 지정된 지정석(상품 2), 출입과 공유오피스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면서 개인의 독립적인 공간이 제공되는 독립오피스(상품 3), 총 

3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598%의 단위가 상품 1(자유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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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의 단위가 상품 2(지정석)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인 76.437%의 단위가 

상품 3(독립오피스)을 구성하고 있어 공유오피스를 구성하는 공간 상품 중에 

독립오피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간 구성 자체에서 개방된 좌석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개인 업무공간을 여전히 더 많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급의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용량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용자의 전체 구성 중 

23.56%의 단위가 개방되어 있는 좌석이고, 체험권을 사용하여 입주한 경우는 16.09% 

이다. 이용자 5 명 중 1 명 정도는 개방된 좌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5 명 중 0.8 명 

정도는 이벤트(체험권)가 적용되어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용면적의 최소값은 

1.7 ㎡이고 최대값은 15.8 ㎡이며 평균값은 5.163 ㎡이다. 최소값인 1.7 ㎡는 

지정석(책상 한 칸과 의자) 이용자의 전용면적이고 최대값인 15.8 ㎡는 6 인실의 

전용면적이다. 계약서 상에 기입되는 해당 면적의 경우 공용라운지 면적이나 회의실 

면적 등 실사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면적이며, 평균 5 ㎡의 개인 점유 면적은 기존 

오피스와 비교하여 굉장히 작은 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계약서 상에 해당 면적이 

개인 면적으로 기입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실사용 공간은 라운지와 리셉션 등 넓은 

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이용자의 공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해당 면적이 이용자의 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공유오피스 이용을 고려하는 사람은 공유오피스 이용을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74.14%의 단위가 창문이 있는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방된 

공간인 지정석 역시 주변 창 유무에 의해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이므로, 

창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계수하였다. 공유오피스 공간 구성 중 창을 포함하는 공간은 

창이 없는 공간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창을 포함하는 공간을 선호하는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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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전체 중 

76.44%의 단위가 사업자를 가진 이용자이며, 이 중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섞여 있다. 해당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자를 보유하지 않은 프리랜서, 창업 준비 

기업 등이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회의실 이용 시간의 최소값은 주 단위로 7 시간이고 

최대값은 28 시간이며 평균은 8.81 시간이다. 회의실 이용 시간은 공유오피스 이용 

인원에 비례하여 제공되는데, 4 인 이상 이용자보다 1-2 인으로 구성된 이용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의실 면적의 최소값은 7 ㎡이고 최대값은 27.9 ㎡이며 평균은 

18.56 ㎡이다. 이는 각 지점 전체 면적에 비례하여 회의실이 구성된 결과이다. 

이용자의 성별은 남자가 68.39%, 여자가 31.61%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공간 

별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용자의 성별은 대표자의 성별이며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회사 대표자의 성별이 회사 구성원의 성별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증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대표자 연령의 최소값은 21 세이고 최대값은 

66 세이며 평균은 41 세이다. 대표자의 연령 역시 공유오피스 이용자 선호도 및 구성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나, 1 인 기업이 아닌 2 인 이상의 회사가 입주 한 

경우 회사 구성원의 연령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유로 실증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사용 

층수의 최소값은 1 층이고 최대값은 7 층이며 평균은 3.5 층이다. 자료로 구축된 

이용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4 층 정도에 입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86%의 

단위가 연장 이용을 결정한 이용자의 경우를 나타내며, 5 명 중 1 명 이상은 공간 및 

서비스에 만족하여 더 이용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원에 의해 좌석이 더 

필요하여 1 개 상품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를 추가 공간 사용 여부라는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7.47%의 단위가 추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로 나타난다.  

지정 주차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주차 여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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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구성하였으며, 5.75%의 단위가 지정 주차 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에 다른 상품에서 현재 상품으로 옮겨온 기록이 있거나, 인원 확충 등으로 추가 

공간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한 이용자를 인원 변동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로 보았으며, 

5 명 중 1 명 정도의 수치인 19.54%의 단위가 인원 변동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를 나타낸다. 공간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1 인 기업 여부의 변수를 구축하였으며 

2 명 중 1 명 이상인 57.47%의 단위가 1 인 기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 인 

기업에는 사업자인 경우와 정식 사업자는 아닌 프린랜서의 경우, 영업이익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개인 공간을 위해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수치로, 

기업의 연령 또는 이용자의 공간 사용 특성 등을 통해 각 경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1 인당 전용면적의 최소값은 0.6 ㎡이고 최대값은 12 ㎡이며 평균은 3.62 ㎡이다. 

평균적으로 1 인당 3.62 ㎡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대값 12 ㎡는 1 인이 

4 인실의 공간을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의 거리 최소값은 40m 이고 최대값은 360m 이며 평균은 

251.7m 이다. 이를 도보 거리로 환산하면, 이용자는 지하철역으로부터 최소 30 초에서 

5 분 정도의 거리를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며, 평균적으로는 도보 3 분 이하의 거리의 

공유오피스를 선택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최소값은 55m 이고 

최대값은 215m 이며 평균은 142.8m 이다. 이를 도보 거리로 환산하면, 이용자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최소 40 초에서 3 분 정도의 거리를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며, 

평균적으로는 1 분 정도의 거리의 공유오피스를 선택하고 있다. 전체 중에서는 

21.26%의 단위가 지하철역과의 거리 100m 이내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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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모형에 투입된 변수 기초통계량 

변수 
입주기간 공시지가 대비  

월이용료 보증금 
공용라운지 

면적 

전용면적 대비  

라운지면적 

상품  

(지정석) 

최소 4.0 0.0000000 0 33.90 3.20 0.0000 

최대 730.0 0.0006000 1100000 183.12 61.00 1.0000 

평균 172.7 0.0001379 317126 97.88 24.91 0.1897 

표준편차 163.2046 0.0001274393 266467.6 67.92016 18.79528 0.3931596 

N 174 174 174 174 174 174 

변수 
체험권 

사용 

인원  

변동가능성 

사업자  공간  

추가이용 
1인기업 

지하철역  

100m 더미 

최소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최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평균 0.1609 0.1954 0.7644 0.07471 0.5747 0.2126 

표준편차 0.3685172 0.3976544 0.4256181 0.2636859 0.4958133 0.4103585 

N 174 174 174 174 174 174 

 

앞서 시행된 선행 연구 검토와 입주기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공간환경특성 요인, 이용자특성 요인, 

입지특성 요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주기간이며, 로그로 변환된 값이 식에 투입되었다. 입주기간은 ‘일’을 

단위로 하며, 최소값은 4일이고 최대값은 730일이다. 평균은 172.7일로, 약 6개월 

정도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평균 입주기간으로 나타난다.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간환경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공시지가 대비 월 이용료, 월이용료, 보증금, 공용라운지 면적, 전용면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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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면적, 상품 특성1(지정석)이다. 이 중 일반 오피스 환경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공시지가 대비 월 이용료와 보증금이며, 공유오피스 환경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공용라운지 면적, 전용면적 대비 라운지 면적, 상품 특성1(지정석)이다. 

공시지가 대비 월이용료는 실제 가치와 대비한 공유오피스의 단위면적당 임대료를 

측정하기 위해 투입하였다. 공유오피스의 단위면적당 월임대료 자료를 그대로 분석에 

이용할 경우 이는 이용료의 명목가치로, 타 상품과 대비하여 이 정도의 가격이 

공유오피스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는 지의 개념이 누락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간 자체의 가격이 아닌 실질가치를 구분하기 위해 공시지가와 

비교한 임대료로 자료를 재구성 하였다. 해당 변수의 최대값은 0.0006이고 평균은 

0.0001379으로 나타난다. 보증금의 최소값은 0원이나 실제 분석에는 0의 값을 가지는 

이용자 데이터는 이상치로 분류되어 삭제되었다. 최대값은 110만원이며 평균은 

317,126원으로, 일반 오피스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유오피스 환경 특성인 공용라운지는 주로 리셉션이 위치하여 

공유오피스를 이용자고자 할 때 가장 처음 맞이하는 공간이며, 커피바, 개수대, 

휴게공간, 가벼운 미팅공간, 폰부스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용자가 

하루 중 한 번 이상은 머무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정식 계약에는 해당 공간의 

면적이 포함 되지 않지만 일반 오피스와 가장 큰 차이를 지니는 환경 요소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면적보다 훨씬 더 실제 사용하는 면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주 의사 및 입주기간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용라운지 

면적의 최소값은 33.9㎡이고 최대값은 183.12㎡이며 평균은 97.88㎡으로, 보통은 

공유오피스 건물 전체의 면적이 넓을수록 공용라운지 공간도 넓게 제공되고 있다. 

전용면적 대비 라운지 면적은 이용자가 라운지 공간과 같은 공유오피스 공용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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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최소값은 3.2이고 최대값은 61이며 평균은 

24.91으로, 라운지 면적은 전용면적의 최소 3배 이상의 값을 가진다. 상품(지정석) 

변수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다른 이용자들과 테이블을 공유하는 개방 형태의 

상품 더미 변수이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계약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이외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0의 값을 부여하였다. 18.97%의 단위가 지정석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용자 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체험권 사용 여부 더미 변수, 인원 변동가능성 여부 더미 변수, 사업자 여부 

더미 변수, 공간 추가이용 여부 더미 변수, 1인 기업 여부 더미 변수이다. 체험권 사용 

여부 더미 변수는 체험권을 사용하여 입주한 이용자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 0의 값을 부여하여 구축하였다. 16.09%의 단위가 체험권을 사용하여 

입주한 이용자의 경우를 나타낸다. 인원 변동가능성 여부 더미 변수는 인원 감소 또는 

확충으로 인해 인원 변동 및 공간 이동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 0의 값을 부여하여 구축하였다. 19.54%의 단위가 

인원 변동 및 공간 이동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를 나타낸다. 사업자 여부 더미 

변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 0의 값을 부여하여 구축하였다. 42.56%의 단위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경우를 나타낸다. 공간 추가이용 여부 더미 

변수는 공간 상품을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단일의 

상품만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0의 값을 부여하여 구축하였다. 7.47%의 단위가 

상품을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를 나타낸다. 1인 기업 여부 더미 변수는 

한 상품에 1인이 입주한 이용자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2인 이상이 입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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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0의 값을 부여하여 구축하였다. 57.47%의 단위가 1인 기업 또는 1인 

이용자로, 반 이상의 이용자가 1인 기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입지 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지하철역 100m 

이내 더미 변수이다. 지하철역 100m 이내 더미 변수는 이용자가 입주한 지점이 

지하철역 100m 이내에 입주한 경우 1의 값을 부여하고, 100m 밖에 입주한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하여 구축하였다. 41.04%의 단위가 지하철역 100m 이내에 입주한 

경우를 나타낸다.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을 종속변수로, 공유오피스 공간 환경 특성 및 이용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반로그함수 모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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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Std.Error T value Pr(>|t|)  

 절편 3.421 0.4301 7.953 < 0.001 *** 

공

간

환

경

특

성 

공용라운지 면적 0.005909 0.002604 2.269 0.0246 ** 

월이용료 0.0000383 0.00001737 2.205 0.02887 ** 

상품(지정석) 0.4786 0.2399 1.995 0.04774 ** 

보증금 0.000001385 0.000000754 1.837 0.06799 * 

전용면적 대비 라운지 면적 -0.01186 0.008004 -1.481 0.14043  

월이용료/공시지가 -562.9 1406 -0.4 0.68949  

이

용

자

특

성 

체험권 사용여부 -2.203 0.2384 -9.241 < 0.001 *** 

1인 기업 여부 0.5443 0.1818 2.994 0.00319 *** 

인원변동 가능성 -0.521 0.1913 -2.723 0.00717 *** 

사업자 여부 0.2921 0.1785 1.636 0.10375  

공간 추가이용 여부 -0.2152 0.2709 -0.794 0.42821  

입지 

특성 

지하철 100m 이내 

더미 

-0.3296 0.2873 -1.147 0.25293  

 Residual standard error: 0.8772 on 161 DF 

Multiple R-squared: 0.622  Adjusted R-squared: 0.5938 

F-statistic: 22.07 on 12 and 161 DF, p-value: < 2.2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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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공간환경 특성 중에서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용라운지 면적, 월이용료, 상품(지정석), 보증금, 전용면적 대비 라운지 면적, 

공시지가 대비 월이용료이다. 공용라운지 면적 변수의 계수값은 0.005909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친다. 공용라운지 면적 단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용자의 입주기간은 59.26%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이용료 변수의 

계수값은 0.0000383으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친다. 

월이용료 단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용자의 입주기간은 0.38%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유오피스 공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품(지정석) 더미 변수의 계수값은 

0.4786으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친다. 오픈 

지정석에 입주한 이용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보다 61.38% 정도 긴 기간동안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증금 변수의 계수값은 0.000001385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친다. 보증금 단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용자의 입주기간은 0.013%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용면적 대비 

라운지 면적 변수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유오피스 이용자 특성 중에서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험권 

사용여부, 1인 기업 여부, 인원변동 가능성, 사업자 여부, 공간 추가이용 여부이다. 

체험권 사용여부 더미 변수의 계수값은 -2.203으로, 유의수준 0.001 이하에서 

입주기간에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친다. 체험권을 사용하여 입주한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보다 8배 정도 낮은 기간 동안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기업 여부 더미 변수의 계수값은 0.5443으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입주기간에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친다. 1인 사업자인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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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보다 72.34% 정도 긴 기간 동안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원 

변동가능성 더미 변수의 계수값은 -0.521으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입주기간에 

유의미한 (-)의 영향을 미친다. 인원 변동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보다 68.37% 정도 짧은 기간 동안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 여부 더미 변수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간 추가이용 여부 더미 변수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나,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유오피스 입지 특성 중에서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하철역 

100m 이내 더미 변수이다. 지하철역 100m 이내 더미 변수의 계수값은 -0.3296으로,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점에 입주한 이용자들의 입주기간이 100m 밖에 위치한 지점에 

입주한 이용자들의 입주기간보다 39.04% 정도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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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합적 분석결과 

 

공유오피스 이용자 특성 및 공간 환경 특성이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로그함수 추정 결과로 결정계수 0.622, 조정된 결정계수 0.5938의 

다중회귀모형이 채택되었다. 해당 모형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공유오피스 공간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일반 사무공간 특성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유오피스 공간 특성 중에서도 일반 사무공간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면서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위면적당 월임대료와 보증금이다. 두 

변수 모두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공간 또는 이용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상품의 

실제 가치 대비 어느 정도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지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유오피스 상품 특성상, 실제 가치와 비교한 동일 상품의 가치는 어떤지 추정할 수 

있는 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공시지가 대비 월임대료를 측정한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월임대료는 보증금과 함께 환산되어 반영하였다.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임대료와 보증금의 경우 기간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 등이 

포함되지 않는 명목 가격으로, 이용자가 공간 상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가치가 반영된 임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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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 모형에서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입주기간이 길수록 추가 할인 또는 렌트프리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실제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 입주기간이 짧으면 여타 

프로모션을 제공받지 못하고 정가로 원하는 상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비싸게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해당 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옳게 구성되었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설1-2. 공유오피스 공간 특성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유오피스 공간 특성 중 일반 오피스와 대비되어 공유오피스만이 가진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면서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용라운지 면적과 

상품 특성(지정석)이다.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해당 변수들은 기존 

오피스와 대비되어 공유오피스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기존 연구와 차별이 

되는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첫번째로, 공유오피스 고유의 상품인 지정석(자리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타이용자와 테이블을 공유하는 개방된 형태의 상품)은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친다. 해당 상품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입주기간에 반영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환경심리학적 현상으로 접근해본다면 개방된 공간에 입주한 

이용자들은 모르는 사람을 편하게 만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입주기간을 더 길게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번째로, 공용라운지 

면적은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친다. 기존 오피스와 비교되는 공유오피스만의 또 

다른 큰 특성이 공유 공간(또는 공용공간)이 크고 활용 범위가 자유롭다는 점인데, 



 

  47 

공용라운지 면적이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할 것인지 선택할 때나 입주기간을 결정할 때 공용 공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2. 공유오피스 이용자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추가 혜택 이용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가 혜택을 나타내는 체험권 사용 여부 더미 변수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다. 운영자 입장에서 입주 및 장기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오히려 체험권을 사용한 이용자의 

입주기간이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입주기간보다 8배 정도 짧은 것으로 보아 입주 

유도를 위해 제공된 추가 혜택은 장기 입주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원할 경우 추가적인 할인 프로모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험권을 사용하여 공간을 체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곧바로 계약을 진행하여 

상품을 이용하는 편이고, 체험권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TFT나 단기 프로젝트 등 

목적성이 분명한 채로 추가 혜택을 통해 단기 입주를 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체험권은 체험권만 사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등 

오히려 장기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가설2-2. 사업의 안정성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유오피스 이용자 및 입주기업 특성을 알 수 있는 사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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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여부 더미 변수와 인원 변동가능성 여부 더미 변수이다. 1인기업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업무 및 회의 환경에 유동적이고, 스타트업이나 창업 준비 등 초기 

기업일수록 인원 변동가능성이 클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사업 안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번째로, 

1인기업 여부 더미 변수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다. 6 분석에 이용된 자료를 참고하면, 1인기업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 7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는 삼분의 일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1인기업의 업종 또한 대부분이 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서비스업, 대행업, 소매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오피스에 입주하고 공유오피스 공간 상품을 만족하며 이용하기 때문에 더 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인원 변동가능성 여부 더미 변수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다. 동일한 

상품을 사용하면서도 인원이 바뀌거나 변동되는 경우, 또는 인원 감축 및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입주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입주기간이 길수록 할인 및 이벤트 등 비용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변동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상품의 고정적인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여 입주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표 5 이용자 기초통계량 

7 1인 기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 이용자는 1)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개인의 부가적인 업무를 

위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2)은퇴 후 개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3)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업

종의 프리랜서 4)개인 공부를 위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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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공유오피스 입지 특성은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대중교통과의 거리는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입주기간에 (-)의 영향을 미친다. 입주기간을 

개인의 선호도의 측면으로 본다면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길수록 입주기간은 짧아지는 

결과를 보여야 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주거 및 기타 분야와는 다르게 

공유오피스 입주기간은 꼭 이용자의 선호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까운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100m 이내인 지점의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이 프리랜서 또는 이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무 종사자로, 출퇴근 

시간, 업무 공간에 상주해 있는 시간 등이 자유로운 등 일반 회사와는 업무 형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외부 미팅 및 이동이 잦아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경우 사업의 안정성 항목과 마찬가지로 길게 입주하였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용보다 상품을 고정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위험성을 더 

크게 판단하여 입주기간이 더 짧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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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이후 크게 성장하여 업무 공간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공유오피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공유오피스를 주로 이용하는 기업의 특성이 

뚜렷한 점을 바탕으로, 공유오피스 환경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오피스는 계약 기간이 이용자 별로 큰 차이가 

없어 이용자의 특성 등의 요인이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유오피스는 계약 

기간이 서로 다르고 이 점을 업무 공간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오피스와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므로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오피스 환경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이용자의 입주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기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유오피스 공간특성 요인 중에서 일반 오피스 

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월이용료와 보증금이, 공유오피스 특성으로 분류되는 변수는 

공용라운지 면적과 지정석 상품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유오피스 이용자특성 요인 중에서는 체험권 사용 여부, 1인 기업 여부, 인원 변동 

가능성 여부가 공유오피스 이용자의 입주 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유오피스 입지특성 요인 중에서는 지하철역 더미 변수가 

이용자의 입주 기간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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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입주기간’이라는 변수를 다룸으로써, 기존 오피스 연구의 방향과는 다른 

공유오피스라는 업무 공간과 관련된 새로운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현재 공유오피스 관련 양적인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행 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과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대용량 데이터 확보 시에 더욱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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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강남권의 세 가지 공유오피스를 연구 범위로 두고 있어, 입지적 요인과 

같은 환경 변수를 더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공유오피스 공간 상품과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계약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구축 되었는데, 연령이나 성별 등 계약자와 관련된 자료를 

구축하였으나 공유오피스에 개인이 아닌 팀으로 입주한 경우 팀의 연령과 성별을 

계약자가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업종과 

기업연령 자료 역시 분석 기초자료로 구축되었으나, 프리랜서 이용자가 많아 명확한 

업종이나 기업연령을 밝히기 힘든 데이터가 다수를 차지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해당 변수들은 계약자의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 진행될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되어 진행될 가치가 

있다. 추가적으로는, 계약 관련 자료 중 중도해지 및 연장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주기간을 더 세분화 할 수 있다면, 종속변수인 입주기간 변수를 면밀히 설정하여 

한층 더 정교한 분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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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hared Office  
Environment and User Characteristics  

on the Tenant’s Occupanc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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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hared office 

environment and user characteristics on the tenant’s occupancy period.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 shared office businesses have made 

significant growth since 2015 due to: 1) the vacancy rate in the traditional rental 

market; 2) increase in startup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and single-person 

businesses; and 3) increased demand of synergy and network creation through 

community building. Shared office users also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such as venture startups, single-person businesses, and freel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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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looking at traditional office forms (which were mainly recognized 

before the emergence of shared offices) as general office forms, shared offices 

also function as most of the workspace general offices perform. However, there 

is a notable difference between general offices and shared offices in terms of 

the lease, occupancy period (contract period or lease period), services provided, 

and occupancy form. The most prominent difference is the user’s occupancy. 

The occupancy period is usually set to about 2 years in the case of pre-existent 

offices. Thus, the user characteristic or selection factor may not affect the 

contract period markedly. On the other hand, however, users of shared offices 

may set their contract period every month with a minimum period of one month. 

Therefore, the user’s trait or selection factor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occupancy period. Also, although the main users of shared offices 

are mainly startups, single-businesses, and freelancers who tend to have an 

unstable business or a free working environment, this condition is not expected 

to affect their tenure consistently. Moreover, even 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r groups may seem similar, the occupancy period may vary depending on 

the utility differences felt by companies in the short term and long term. 

 

Therefore, this study has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ere, 

the shared office user’s occupancy period is treated as a dependent variable, 

which is used to analyze how the shared office environment and user 

characteristic may affect the user’s occupancy period. The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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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were divided into the shared office space characteristic factor, user 

characteristic factor, and location characteristic fac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variable that was classified into general office characteristics 

among the shared office space characteristic factor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monthly fees and deposits. Meanwhile, the common lounge area and reserved 

seat products affected the variables of the shared office characteristic factors. 

Moreover, among the shared office user characteristic factor, the usage of a trial 

membership, the presence of a single business, and the possibility of personnel 

changes affect the tenant’s tenancy. Lastly, though it may not seem to have a 

vital effect, it was analyzed that among the shared office location characteristic 

factors, the subway station dummy variable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occupancy period of use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nominal monthly rent of shared offic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ccupancy period. The monthly fee reflecting actual 

value, however,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occupancy period. Therefore, 

the longer the occupancy period, the lower the cost to move in a shared office 

due to discounts. Besides, in the operators’ point of view, the application of 

additional benefits, which is conducted to attract many users, has a strong 

negative effect on the occupancy period, the dependent variable.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user is using a shared office product for a different purpose 

than that of additional benefits. Finally, the user’s occupation period appear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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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horter near subway stations because most of the users are single-businesses 

or large business workers.  

 

This research may serve as basic research in a situation where research 

is not progressed due to the difficulty of obtaining quantitative data related to 

shared offices. Also, by dealing with the occupation period variable, this study 

explores new characteristics related to a different workspace called a shared 

offic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direction of existing office research. However, 

the analysis data used in this study only covers three shared offices in the 

Gangnam area.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consider various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location factors. Nevertheless, further analysis may be 

possible by clearly setting and adjusting the occupancy period if: 1) the contract 

mid-lease termination related to the user data and contract extension data is 

secured; and 2) the user-related date can re-define the tenant’s occupation 

period, which contract was terminated due to certain reasons such as mid-lease 

termination. 

 

Key words: shared office environment, shared office users, occupanc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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