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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최근 중국은 나날이 적극적인 과학기술 혁신과 활발한 대규모 창업과 창신
활동 때문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 선전시(深圳市)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는 별칭이 있는 중국 대표적인 혁신형 도시이며 활발하고 지속적
인 기술혁신과 창업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1 차 스마트 시티로 선정된 후로
중국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가 되었다.
한편 2015 년부터 중국 정부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 萬眾創新)’이라
는 슬로건을 제출하여 전국적으로 중국 대중의 창업·창신 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로부터 중국 전국적으로 창신·창업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고 날마다 활발해진
창신·창업 활동은 새로운 공간 수요를 요구하였다. 그 후로 중국 정부와 시장의
주도 하에 다양한 창신·창업 공간이 건설되었고 그중 창업카페는 일종의 시장
주도형 창신·창업 공간이자 창업공간과 카페의 결합체로 등장하였다. 이로부터
카페는 커피를 판매하는 장소,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
이 일하는 장소, 투자미팅이 진행되는 새로운 장소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카페의 정체성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선전시의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業開發區) 내부의 사이버대학원(虛擬大學園) 및
소프트웨어산업기지(軟件產業基地)를 중심으로, 각 대상지에서 창업카페와 일반
적 카페 1 개씩 선정하였고 내부 공간과 도시적 공간 2 개의 방면에서 창업카페
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현장 조사, 참여관찰,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분석과 창업카페의 도시적 공간 분
석 2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에 관한 연구를 주로 내부
공간 특성, 이용 행태와 운영 방식 3 개의 방면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 카페의 내부 공간을 조사하여 도면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주일
동안 시간대별 카페의 테이블 점유율과 사용자 이용 행태를 참여관찰을 통해
조사하고 부수적으로 카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창업카
페의 이용 행태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카페 매니저를 대상으로 카페의 운영
방식과 운영 현황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둘째, 현장 조사와 지도분
i

석을 통해 창업카페의 입지 특성, 대상지 공간 특성과 주변 시설의 특성, 3 개의
방면에서 창업카페의 도시적 공간 특성을 탐구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일하는 장소이자 일에서 벗어나는 장소인 창업카페의 공간
적 특성과 이용 행태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창신과 창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에 나타나는 창업카페의 특성을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의
활발한 창업과 창신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과정 중에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를 비교함으로써 창업카페의
보편적인 특성을 발굴하였다. 이후 창업카페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진행하는 연
구가 필요하고 창업카페의 정체성을 계속 발굴하는 후속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
다.
주요어: 창업카페; 창업 공간; 공간적 특성; 이용 행태; 첨단기술산업단지; 중
국 선전시(深圳市)
학 번: 2017-2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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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중국은 나날이 적극적인 과학기술 혁신과 활발한 대규모 창업과 창신
활동 때문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8 년 세계혁신지수 1) 보고서
에 의하여, 중국은 상위 25 위 안에 든 유일한 중상위 소득 국가로서, [그림 1]
과 같이 세계혁신지수 순위의 17 위와 세계 혁신 산출 순위의 10 위를 차지하였
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의 수량이 많은 순에 따라 미국
의 뒤에 이어, 중국은 혁신 클러스터 16 개를 가짐으로써 2 위를 차지하였다. 그
중 중국 선전(深圳)-홍콩 지역 연합 혁신 클러스터의 혁신 능력은 [그림 2]와
같이, 도교-요코하마의 뒤로 세계 2 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1] 2016-2018 년 중국 세계혁신지수 순위
（출처: Global Innovation Index 2018）

1) 세계혁신지수는 2007 년부터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가 공공으로 매년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해 발표하는 지표이다. 제도, 인적자본과 연
구, 인프라, 시장 성속도(成熟度), 기업성 속도 등의 7 대 부분과 21 개의 항목, 81 개의 세부 지표
로 조사 대상국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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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8 년 혁신 클러스터 세계혁신지수 순위(일부)
（출처: Global Innovation Index 2018）

중국 선전시(深圳市)는 뛰어난 첨단기술 혁신 능력을 갖춤으로 인해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는 별명을 가지는 중국 국가급 혁신형 도시이며, 중국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저우시와 같이 ‘중국 4 대 도시’라고 병칭된다. 또한 2012 년부터 중
국 1 차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추진되어, 활발하고 지속적인 첨단기술 혁신
과 도시 내부 광범위한 첨단기술 응용을 통해 중국 500 개의 스마트 시티 중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가 되었다.
한편 2015 년, 중국 정부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 萬眾創新)’이라는
슬로건을 제출하여 전국적으로 중국 대중의 창업·창신 활동을 장려하였다. 따라
서 중국 정부는 창업·창신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주도형 창업 창
신 공간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시장 주도형 창업 공간도 우후죽순처럼
빠르게 생겨나고 발전하였다. 그중 창업카페는 카페의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와
창업 공간의 활발하고 다양한 창업 활동을 동시에 구비하는 카페와 창업 공간
의 결합체로서, 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었다. 창업카페는 커피를 판매
하는 장소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에서 더 나아가, 창업자가 일하는 장소, 투자
미팅이 진행되는 장소, 창업 자원을 공유하는 장소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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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세계적으로 4 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창신과 창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여 탁월한 혁신 능력을 추구하는 배경 하에, 올덴버그(Oldenburg)가 집
및 직장과 분리하여 ‘제 3 의 장소’로 언급하는 카페의 역할은 오늘날의 창업카
페에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창업카페는 일반적 카페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창업카페의 정체성을 발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선전시(深圳市)의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業開發區)에 위치하는 사
이버대학원(虛擬大學園) 및 소프트웨어산업기지(軟件產業基地)를 중심으로, 창업
카페의 내부 공간과 도시적 공간 2 개의 방면에서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를 비
교함으로써 창업카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그림 3-6]과 같이 중국 광둥성(廣東省) 선전시(深
圳市)의 과학기술 혁신 중심인 난산구(南山區)에 위치하고 첨단기술 창업·창신
활동이 활발한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業開發區)이다. [그림 7]과 같이,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業開發區) 남부에 사이버대학원(虛擬大學園) 및
소프트웨어산업기지(軟件產業基地) 2 개의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각 대상지에서
[표 1-1]과 같이 대표적인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 각 한 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그림 3] 중국 광둥성(廣東省)

[그림 4] 선전시 위치 설명도

위치 설명도

[그림 5] 난산구(南山區) 위치 설명도

[그림 6]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
業開發區) 위치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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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이버대학원(虛擬大學園) 및 소프트웨어산업기지(軟件產業基地)
위치 설명도

대상지

창업카페

일반적 카페

사이버대학원(虛擬大學園)

Sanyou Coffee

Dots Coffee

소프트웨어산업기지(軟件產業基地)

Inno Valley

Starbucks

[표 1-1] 연구 대상 카페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019 년 3 월 18 일부터 2019 년 3 월 24 일까지 일
주일간에 실시한 현장 조사, 참여관찰,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데이터를 바탕으
로, 각 카페의 공간, 이용 행태,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
의 차이점을 도출하여 창업카페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은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명사 설명 및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중국 측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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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 ， 萬眾創新)’, 중창공간(眾創空間) 그리고
창업카페가 제출된 배경과 그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올덴버그(Oldenburg)가 제
출한 ‘제 3 의 장소’개념과 카페의 역할을 설명하였으며,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필요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 3 장은 크게 연구 대상지와
연구 대상의 선정, 조사 방법과 분석 내용 2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틀을 정리하였다. 제 4 장은 창업 공간의 내부 공간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실내 공간 특성, 이용 행태 및 운영 방식을 고찰하였고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5 장에서는 현장 조사 및 지도 분석을 통해 창
업카페의 도시 내 입지, 주변 공간 특성 및 주변 시설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통해 창업카페 주변 공간 특성을 도출하며 제 6 장에서는 제 4-5 장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결과,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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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어휘 설명 및 이론적 고찰

제 1 절 어휘 설명

2.1.1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萬眾創新)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萬眾創新)’은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2014 년 9 월 10 일 하계 다보스포럼 개막식에 중국 총리 이극
강(李克強)이 중국 국정을 출발점으로, 중국을 창신 국가로 건설하자고 하며 개
혁과 혁신의 배경하에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5 년
3 월 이극강(李克強)은 <정부 업무 보고> 중에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
萬眾創新)’을 ‘공익과 공공서비스 증가’와 함께 중국 경제가 계속 전진하게 추진
하는 두 가지의 주요 방식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만중창신(萬眾創
新)’을 통해, 더 많은 신기술, 신제품과 신시장을 창조하여 중국 경제 발전의 질
과 효익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중창업(大眾創業)’을 통해 경
제시장주체를 증가함으로써 경제시장의 동력, 활력과 경쟁력을 추진할 수 있다.
2015 년부터 현재까지 ‘대중창업, 만중창신 (大眾創業，萬眾創新)’사업은 중국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국무원 측은 ‘대중창업, 만
중창신 (大眾創業，萬眾創新)’에 관한 정책 100 여개를 제출하였다. 그중 9 가지
의 차원에서 산업 추진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였고 산업 추진 요구는 구체적으
로 ‘시장체계와 메커니즘 혁신’, ‘지원 정책 최적화’, ‘금용시장 활성화’, ‘창업 투
자 증가’, ‘창업 서비스 추진’, ‘창신창업플랫폼 건설’, ‘창신형 창업 발전’, ‘도시와
농촌 간 창업 경로 확장’ 및 ‘강화 정책 시행 체계’로 나누어 있다. 중국 각 도
시는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도시 자체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을 제출하여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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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중창공간(眾創空間)

중창공간(眾創空間)은 창신 2.0 시대 배경하에 창신·창업 활동의 특성과 수요
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 문화 서비스 및 자본화 경로 등의 방면에서 창신·창업
자에게 로 코스트와 편리하고 전면적이고 개방적인 신형 창업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는 플랫폼의 통칭이다. 그중 ‘중창(眾創)’이라는 단어는 ‘대중창업, 만중창신
(大眾創業 ， 萬眾創新)’에서 비롯되어, 사회적으로 창신과 창업이 민주화된다는
표현이다. 현재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식의 획득 및 교류가 편리성을 가지
기 시작하여, 중창공간 사용주체의 범위는 기업과 연구자에서 보통 사람으로 확
장되었다. 또한 중창공간(眾創空間)은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萬眾創新)’
을 실현하는 주요 플랫폼으로서， 메이커스페이스, 해커스페이스 등과 같은 전
통적인 인큐베이터를 시장화, 전문화,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하고 창신과 창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큐베이션과 투자를 결합하여 창신·창업자에게 쾌적한 작
업 공간, 사이버 공간, 사교 공간과 자원공유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인큐베이터가 단순히 공간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중창공간(眾創空間)은 ‘중창(眾創)’에 초점
을 맞추어 인큐베이터와 창업 서비스를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적인 생태계를 추
구하는 장기적인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중창공간(眾創空間)은 아래와 같이 5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개방 및 로 코스트이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일부 서비스가 무료이
며 일부 서비스가 유료의 방식 혹은 회원 제도를 통해, 창신·창업자에게 상대적
으로 경제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협동과 상호 협조이다. 다양한 프로
그램은 창신·창업자 간의 교류와 인맥을 증진하며 공유 근무환경은 창신·창업
자 간의 상호 협조, 자원 공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창신·창업자 간의 공동
발전은 이루어진다. 셋째, 다차원의 결합이다. 넷째, 편리성이다. 중창공간(眾創
空間)은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를 개최함므로써 창신·창업자들이 제품 전시, 아
이디어 나눔과 프로젝트 버스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중창공간(眾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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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間)은 스타트업 기업의 초창기에 금융, 법률 법무, 정부 지원 신청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여 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이
다. 중창공간(眾創空間)은 창신·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료, 설비와 시설을 구비한
다.

2.1.3 창업카페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창업 분위기가 뜨거워진 동시에 창업에 관한 이론 연
구가 역시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창업의 과정은 영향 요소가
많고 순환왕복하고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제시되었다. 또한 창업자 혹
은 창업 단체에게 투자자와 접촉하는 기회 및 깊이 교류하는 기회가 부족하고
투자자와 소통된 경영 관리 이념이 모호해서 창업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한다는 어려움이 밝혔다.
그러나 창업카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새로운 중창공
간(眾創空間)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창업카페는 일
반적 요식업(카페) 경영 모델의 기반 위에 법인 설립 전의 시기 혹은 초창기의
창업 단체의 창업 활동을 도와주고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창업카페는 카페로서 일반적 카페와 같이, 보통 운영 주체가 개인이고 커피 등
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개방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카페는 창업 공간으로서 대부분 경우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고, 여러 방면
에서 카페 사용자의 창업 활동에 도와주고 창업을 추진한다.
중국 대표적인 창업카페를 살펴보고 공통점을 정리하면, 창업의 과정에서 창
업카페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와 창업 단체에게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저렴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3) 창업자
와 창업 단체 간의 내부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4) 창업자 혹은 창
업 단체에게 투자자와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5) 필요한 상업
지식과 창업 지식을 가르쳐 주고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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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창업카페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창업카페가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사용되는 기능이 다르다. 이에 창업 활동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중국에서 다양한 창업카페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중국 선전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業開發區)에 위치하는 2 개
의 대표적인 창업카페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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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 3 의 장소
장소감의 개념은 보통 ‘사용’, ‘전념’과 ‘정서’의 조합을 바탕으로 특정 물리적
설정에 대한 애착을 발달시키는 개인의 능력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장소는 명확한 물리적과 문자 표현적인 특성을 가지는 단순한 지리적인 사이트
를 말하는 것만 아니다. 장소는 또한 사회적 상호 작용과 기억의 유동적, 역동
적이고 변화 가능한 맥락이기도 한다. 장소의 힘은 미학적 또는 행동적 가능성
이나 상징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회와 연결하고 개인과 사회
의 정체성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
(Stokowski, 2002).
한편 현대인들이 삶의 질을 가정과 일자리의 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한 결과, 현대인들은 그들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단시간 내에 직장 이
익을 추구하는 것과 친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목적성이 없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투자할 의도를 가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올
덴버그(Oldenburg)는 장소를 3 가지로 구분하였고 제 3 의 장소의 중요성을 제
시하였다. 그중 제 1 의 장소는 집이고 제 2 의 장소는 직장이며 제 3 의 장소는
카페, 도서관, 서점, 커뮤니티 센터, 바 등과 같은 장소이다. 제 3 의 장소는 집과
현대 경제 생산의 '작업장'인 직장 밖에 있어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동반(同伴)
하에 즐기는 곳을 제공한다. 제 3 의 장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독특한 공
공공간으로서, 사교적, 자발적, 커뮤니티 구축 및 개인 정서 표현의 장소를 의미
하고 집과 직장 밖에서 친밀한 개인적 유대관계를 통해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Oldenburg and Brisset, 1982).
제 3 의 장소는 집과 직장에서 벗어난 특수한 장소로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속성을 가진다. (1) 제 3 의 장소의 입장은 중립적이다. 모두를 환영하고 분위기
가 특정 사람에게 장시간 주도되지 않는다. (2) 다양한 사회 계층과 경제적 계
층의 사람들이 모두 참석 가능한 평등성을 가진다. (3) 대화가 주된 활동을 진
행함으로써 대화는 항상 존재한다. (4) 신체적, 정책적과 경제적인 구분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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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5) 집 밖의 집과 같은 편안한 느낌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6) 즐겁고 활발한 분위기를 가지고 재치가 있는 사용자
가 주목을 받는다(Oldenburg, 1989).
이에 카페는 제 3 의 장소의 한 가지로서, 중립적과 포용적인 입장 및 집 밖의
집과 같은 활기차고 재미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과 사회적인 차원에
서 사용자의 장소 애착을 이루어지게 한다(Tumanan &Lansang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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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창업공간이자 카페인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과 도시적 공간 물리
적인 특성과 이용 행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관련된
한국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창업 공간의 특성’과 ‘카페의 이용’ 2 개
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3.1 창업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현재 각각의 국가가 창업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 공간에 관
한 선행연구를 한국과 해외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중 한국 국내 연구들의 연구 방법과 주용 내용은 [표 2-1]과 같다. 도시의
차원에서, 김은진(2013)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 중 주로 사용하는 창업 공
간의 기능과 맡은 역할을 탐구하였고 스타트업 창업 공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정다래(2018)는 국내외 대표적인 창업 공간의 지원 정책과 공간 특징을 결합하
여 분석함으로써 정책과 도시 공간 2 가지의 방면에서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건축의 차원에서, 이미래(2016)와 유수지(2017)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중심으
로 창업 공간의 공간 요소와 공간 특성을 도출하고 설계 제안과 방향성을 제시
하였으며 노승한 외 3 명(2017)은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간구성의 중요 요
소를 공간으로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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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명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서울의 스타트업이 법인
설립 시점 이전부터 공식
스타트업의 창업 공간에 관한 연구
김은진

- 서울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 2013)

적 기업이 될 때까지 성
장하는 과정에 창업 공간
의 기능과 역할을 조사하
여 스타트업 창업 공간의

현황 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 제
안을 제출하였다.
한국 국내외 대표적인 창
도시 내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다래

지원 정책 및 공간에 관한 연구
-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석사, 2018)

업 공간의 정부 지원 정
책과 공간 특징을 정리하
고 비교함으로써 공공의
전략과 공간 계획 특성

인터뷰,
사례 분석

및 시설 운영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이미래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2016)

례분석을 통해 코워킹 스
페이스의 요소를 도출하

이론 정리,

고 신촌동 자치회관을 대

사례 분석

상지로 프로젝트 디자인
을 제시하였다.

코워킹 공간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
션 공간 특성 만족도 분석
유수지

- 서울시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코워킹 공간 5 곳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석사, 2017)

코워킹 스페이스 내 비공
식적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문헌 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

설문조사

해 국내 코워킹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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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들의 창업공간 구성과 선호에
관한 연구
노승한

- 창업전문가 인터뷰 및 창업자 설

외 3명

문 조사를 중심으로(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8 No.6,
2017)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
로, 창업공간의 중요 요
소들을 구체화하며 업무

사례 분석,

공간과 주거공간의 공간

설문조사,

수요 선호를 조사하여 창

인터뷰

업공간계획의 기본 방향
을 제시하였다.

[표 2-1] 창업 공간에 관한 한국 선행 연구

해외 창업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는 아래의 [표 2-2]와 같다.
Ignasi Capdevila(2015)와 Soerjoatmodjo G. 외 4 명(2015)는 코워킹 스페이스
를 중심으로, 창업 공간이 창업 과정 중에 맡은 역할과 창업자들의 지식 공유
장소 및 방식을 탐구하였다. 중국 선행 연구의 경우, 포우정(鮑宇廷) 외 1 명
(2018)은 중국 창업 공간을 정부 주도형 창업 공간과 시장 주도형 창업공간으
로 구분하였으며, 강우군(姜宇君, 2016)은 중국 코워킹 스페이스를 공간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창업카페와 중창공간(眾創空間)을 포함하여 5 가지로 분류하
고 설계 제안을 제시하였다. 마자천(馬子千, 2017) 과 이연빈(李延彬,2017)은 중
창공간(眾創空間)을 중심으로 중창공간(眾創空間)의 입지와 내부 공간 구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연구자

연구명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코워킹 스페이스는 창신

Ignasi Ca
pdevi-la

Coworking spaces and the l

인재와 창신형 회사 간의

ocalized dynamics of innova

중개기관으로 공간, 프로

tion in Barcelona

젝트와 프로그램 4 가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

의 방면에 양자의 상호작

ion Management, 19(3), 2015)

용을 추진한다는 것을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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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관찰,
인터뷰

자카르타 코워킹 스페이
Sharing workspace, sharing
knowledge: Knowledge shari
Soerjoat-

ng amongst entrepreneurs i

modjo G.

n Jakarta co-working space

외 4명

s
(ICICKM, vol. 2015-January, p
p. 259-267,2015)

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
식 공유를 진행하는 장소
와 방식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지식 공유 행
위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인터뷰

작업 공간이 아닌 주로
점심과 저녁 후 키친 혹
은 카페에 진행된다는 것
을 밝혔다.
코워킹 개념의 제출과 중

국내 Coworking 근무 방식 및
강우군
(姜宇君)

공간 설계에 관한 연구
(國內 Coworking 工作模式及其
空間設計研究)
(중국 화남이공대학교 석사, 2016)

국에 발전 역사를 정리하
고 중국 코워킹 스페이스
의 유형을 구분하며 코워

문헌 조사,

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

사례 분석

조, 운영 방식을 분석하
여 설계 제안을 제시하였
다.
건축설계의 시각에서 중
창공간(眾創空間) 사용자

마자천
(馬子千)

선전시 중창공간 건축설계 연구

의 이용 행태와 심리적

(深圳眾創空間建築設計研究)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중

(중국 선전대학교 석사, 2017)

창공간(眾創空間)의 공간
구조를 도출하고 설계 제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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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설문조사

중창공간의 입지 선택과 내부 공
간 최적화 연구 —— 선전시를
이연빈

중심으로

(李延彬)

(眾創空間的區位選擇及其內部空
間優化研究——以深圳市為例)
(중국 광저우대학교 석사, 2017)

공유 커뮤니티: 정부 주도형 창
업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난
징 자금과학기술 창업커뮤니티를
포우정

중심으로

(鮑宇廷)

(社區共享: 政府主導的創業空間

외 1명

規劃反思——以南京紫金科技創
業社區為例)
(共享與品質——2018 中國城市規劃
年會論文集, 2018)

중창공간(眾創空間)의 정
의를 정리하고 선전시(深
圳市) 중창공간(眾創空
間)의 입지와 내부 공간
의 특징을 도출하며 중창
공간(眾創空間) 입지 선
택 모형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평
가(expert
evaluation
method),
설문조사,
사례 분석

중국 창업 공간을 정부
주도형 창업 공간과 시장
주도형 창업공간으로 구
분하고, 난징 자금과학기
술 창업커뮤니티(南京紫
金科技創業社區)를 중심
으로 정부 주도형 창업

사례 분석,
비교 분석,
설문조사

공간의 장단점을 도출하
였으며 설계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표 2-2] 창업 공간에 관한 해외 선행 연구

전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창업 공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도시 내 전체
창업 공간의 공간 특징과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코워킹 스페이스와 창업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건축물 내부 공간 구성 요소 및 특징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었
다.

2.3.2 카페의 이용에 관한 연구

카페의 이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참여관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카
페 사용자의 소비 행위, 이용 행태, 이용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카페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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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과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3]과 같이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3 가지의 연구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연구자

연구명

주요 내용

연구 방법

물리적 연구:
카페의 공간 특성에 따른 이용
이강희

행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 1명

(大韓建築學會論文集計劃系, 20 권, 8
호(통권 190 호), 2004)

제한된 카페공간에서 이용
자의 심리적 효과에 미치
는 실내공간의 물리적 특
성 차이에 따른 영향요인

문헌 조사,
설문조사

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 3 의 장소' 개념을 출발

카페 이용의 리듬분석

점으로 하되 학생과 거주

- 미국 텍사스 대학도시 카페의

민으로 이루어진 대학도시

이용패턴을 중심으로 –

에 위치한 카페를 분석하

(大韓建築學會論文集計劃系, 31 권, 6

여 문맥 구체적인 '제 3 의

호(통권 320 호), 2015)

장소' 이용패턴의 특이점을

김덕수
외 1명

참여관찰,
인터뷰

밝혔다.
Experiencing contemporary c
Yulia

afés and changes in the cha

Nurliani

racteristic of third places

Lukito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

외 1명

nd Environmental Science, vol.
126, issue 1, 2018)

대학교와 근무지역 내부
카페가 제 3 의 장소로서의
이용 특징을 탐구하여 카
페가 편하고 중립적인 공
간을 제공하며 현대적인
생활방식에 대해 포용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사회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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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조사,
참여관찰

공간생산이론 분석틀에 따
라 부산시 서면 지역의 카

하정미

한국 카페의 공간 생산에 관한

페를 ‘공간적 실천’, ‘공간

참여관찰,

연구

재현’, ‘재현공간’ 3 가지의

설문조사,

(동의대학교 석사, 2012)

차원에 분석하여 카페 공

인터뷰

간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카페가 공공 공간으로서의
카페 공간의 사용화(私用化) 연구
- 역공간성을 중심으로 –

김혜인

(서울대학교 석사, 2018)

역할과 그 안에서 발생하
는 사적 공간화 현상을 밝

문헌 조사,

히고 카페가 도시와 도시

참여관찰

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다.

The Coffee shop: Social and
physical factors influencing

Waxma
-n L.

place attachment
(Journal of Interior Design, vol.
31, issue 3,pp. 35-53,2006)

카페 사용자가 카페에 대
한 물리적과 사회적 층면
의 평가를 조사하여, 카페
가 모임 행위를 추진하여
장소애착도를 향상시킨다

참여관찰,
인터뷰,
설문조사

는 특징을 밝혔다.

문화적 연구:
10-30 대 카페 사용자의
카페의 이용 및 선택속성에 관한
황보경

연구
- 문화적 속성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석사, 2005)

이용 동기와 행태를 분석
하고, 사용자 연령층에 따
른 카페의 이용 만족도와
카페 문화적 속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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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청년의 카페 소비문화—— 귀양
시 청년의 카페 소비행위를 중심
엄하
(嚴霞)

으로
(青年的咖啡館消費文化——以貴
陽市青年的咖啡館消費為例)

구이양시(貴陽市) 청년들이
카페에 진행하는 소비행위
와 목적을 분석하여 카페

참여관찰,

가 구이양시(貴陽市) 청년

인터뷰

의 생활 중의 역할을 살펴

(중국 남경항공항천대학교 석사,

보았다.

2016)

연길시(延吉市) 카페 내 조
유화
(劉花)

연변 조선족 카페 소비문화 연구

선족의 소비행위를 중심으

문헌 조사,

(延邊朝鮮族咖啡消費文化研究)

로 조선족 카페 소비 문화

참여관찰,

(중국 연변대학교 석사, 2018)

와 소비 문화의 취향을 살

인터뷰

펴보았다.
[표 2-3] 카페의 이용에 관한 선행 연구

첫째, 물리적 연구의 경우, 이강희 외 1 명(2004)은 카페 실내공간이 이용자의
심리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고 김덕수 외 1 명(2015)은 시간
에 따른 카페 내부 각 공간에 나타나는 이용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Yulia Nurliani Lukito 외 1 명(2018)은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카페는 현대
‘제 3 의 장소’로서 물리적과 가상적 2 가지의 공간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
다.
둘째, 사회적 연구의 경우, 하정미(2012)는 공간생산이론에 따라,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카페 공간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김혜인
(2018)은 카페의 공공성과 사유화를 논의함으로써 카페가 도시에서 맡은 역할
을 탐구하였다. 또한 Waxman L.(2006)은 카페가 모임 행위를 추진함으로써 장
소 애착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셋째, 문화적 연구의 경우, 황보경(2005)은 카페 문화적 속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엄하(嚴霞, 2016)와 유화(劉花, 2018)는 소비행위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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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여, 중국 구이양시(貴陽市) 청소년과 연길시(延吉市) 조선족의 소비문
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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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
앞부분에서 한국 국내외 창업 공간의 특성과 카페의 이용에 관한 선행 연구
를 고찰한 결과, 선행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은 3 가지가 있다:
첫째, 창업카페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창업 공간에 관한 연구
의 경우, 연구 대상은 일반적으로 도시 내 전반적인 창업 공간을 통괄적으로 분
석하거나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지원센터, 한 가지의 중창공간(眾創空間)을 중심
으로 검토되었다. 그중 중국 선행 연구에서 창업카페가 코워킹 스페이스와 같은
한 가지의 창업 공간으로 언급되었지만, 창업카페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과 심층
연구는 부족하다.
카페의 이용에 관한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은 제한된 지역 내부의 일반적 카
페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카페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
였기 때문에 창업카페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창업카페에 관한 인
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창업 공간에 관한 연구와 카페의 이용에 관한연구에서는
‘창업’과 ‘카페’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려한 창업카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둘째, 카페의 입지가 카페의 이용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려는 부족하
였다는 것이다. 입지가 다름으로 인해 카페 주요 사용자가 다르고, 이에 카페의
이용 패턴은 다양성을 가진다. 카페의 이용에 관한 선행 연구 중, 연구 대상 카
페는 주로 대학교 주변, 도심상권, 역세권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에서
검토된 지역 이외 다른 장소적 문맥을 가지는 지역에 위치하는 카페의 이용 패
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카페 사용자의 이용 행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선행 연구 중 참여관찰을 통해 사용자의 이용 행태를 기록하였고 이용 행태
는 ‘일과 관련된 행태’와 ‘일과 관련되지 않은 행태’ 2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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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구체적인 이용 행태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여 이용 해태에 대한 세부적
인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카페에 초점을 두었고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첨단기술산업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그 안에 창업카페의 공간적 특성과 사
용자 이용 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 행태의 경우, 선행 연구 중 이용 행태
를 구분하는 ‘일과 관련된 행태’ 및 ‘일과 관련되지 않은 행태’의 틀에서 더 나
아가, 본 연구에서는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장소적 문맥에 의해 창업카페의 이용
행태를 더 세분적으로 구분하여 각 이용 행태가 카페의 이용에 대한 영향을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첨단기술산업단지 내부 창업 공간과 카페의 결합체인
창업카페의 공간적 특성과 이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창업카페의 정체성에 접
근하였다. 이는 창업 공간과 카페 이용에 관한 연구의 부족을 보충한 뿐만 아니
라 오늘날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배경 하에 나타난 새로운 장
소인 창업카페의 정체성을 발굴하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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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연구 대상지 및 연구 대상

3.1.1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는 선전 고신구(深圳高新
區)라고도 한다. 입지는 [그림 8]과 같이 선전시(深圳市) 난산구(南山區) 중부에
위치하고 동쪽은 2 개의 골프장과 인접해 있으며 서쪽은 헬리콥터 이착륙장, 마
가 용공업구(馬家龍工業區), 난산구(南山區) 중심 주거지와 인접해 있다. 북쪽은
서리진(西麗鎮) 중심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은 선전만(深圳灣), 난산구(南山
2

區)의 문화 중심 지역과 인접해 있다. 총면적은 11.52km 이다.

[그림 8]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 주변 지역 기능 예시도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는 1986 년에 건설된 선전
과학기술산업원(深圳科技產業園)에서 발전되었다. 1986 년 선전시(深圳市)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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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연구원과 광둥성(廣東省) 국제 신탁 투자회사가 합자하여 3km2 의
선전과학기술산업원(深圳科技產業園)을 건설하였다. 선전시(深圳市) 산업이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과 지식 집약형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선전과학기술산업
원(深圳科技產業園)은 지식과 기술 집약 제품에 관한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진행하는 종합적인 단지로 건설되었다.
선전시(深圳市)의 도시 발전에 따라, 도시 경계부에 위치하였던 선전과학기술
산업원(深圳科技產業園)은 주변으로 완비한 기반시설들이 건설됨으로써 도시지
역의 한 부분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992 년 선전시(深圳市)는 고신기술산업(高
新技術產業)으로 도시를 건설하자는 목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1996 년, 선전시
(深圳市) 정부는 선전과학기술산업원(深圳科技產業園)과 그의 인근 산업단지를
선전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로 합병하여 중국 국가급
(國家級) 5 대 과학기술단지 중의 하나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많은
첨단기술기업은 여기에 연구개발 센터를 건설하며 대학교, 연구원, 산업기술개
발센터와 국가 중점 실험실 등의 연구개발 시설이 정부 주도하에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플랫폼이 건설되기 시작하
였다. 더불어 ‘대중창업, 만중창신(大眾創業，萬眾創新)’의 열풍하에 많은 중창
공간(眾創空間), 인큐베이터와 같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이 선전시 고신기술산업
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에 입지를 잡고 활발한 창신창업활동이 여기에
서 진행되어 있다. 이에 선전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는
창신·창업 활동 중심지역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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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의 지역 구분 및 대상지 예
시도

현재의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는 [그림 9]와 같이
크게 북부, 중부, 남부 3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있다. 북부 지역은 광전기 분야
의 생산형 산업단지이며 중부 지역은 신소재, 생물 공학, 컴퓨팅을 주요 산업으
로 발전하는 산업단지이다. 남부 지역은 전자 정보를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전체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의 관리, 교육,
연구개발, 정보, 전시 및 상업 중심 지역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지를 [그
림 9]와 같이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는 사이버대학원(虛擬大學園)과 소프트웨어산업기지(軟件產業基地)로 선
정하였다.

3.1.2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은 1999 년 선전시 정부가 중국 국내외 명
문 학교와 연구원을 선전으로 흡인하려 건설한 창신형 산학연 단지이다. 현재
중국 대륙의 대학교 44 개, 홍콩의 대학교 6 개, 해외 대학교 7 개, 중국 연구원
3 개가 사이버대학교에 가입하였고 15 개의 대학교 산학연 빌딩이 건설되었다
[그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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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

[그림 11]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

學園) 사진 1

學園) 사진 2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의 기능은 크게 ‘플랫폼 제공’과 ‘창신 서
비스 제공’ 2 가지로 나누어 있다. 한편으로 명문 대학교 자원을 활용하여 첨단
인재의 양성 플랫폼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첨단기술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
연구성과 산업화 플랫폼으로서 창신 서비스와 창신자원을 제공하고 연구성과
산업화 및 국내외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선전시 과학기술 혁신 능력 발전
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전통 대학교는 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하여 ‘지식의 혁신’에 집중
하며, 첨단기술기업들은 주로 응용 연구를 진행하여 ‘기술의 혁신’에 집중한다.
그러나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의 대학교는 기초 연구일 뿐만 아니
라 과학기술 연구성과 산업화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대학원(虛擬大學園)은 대학교의 혁신 영역을 확장하고 선전시(深圳市)의 시장과
기업의 수요에 맞추고 대학교의 학술적인 우세와 선전시(深圳市)의 시장환경 우
세를 결합한다.
또한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의 건설 방식은‘일원다교, 시교공건
(壹園多校, 市校共建)’이다. ‘일원다교, 시교공건(壹園多校, 市校共建)’의 뜻은 1 개
의 캠퍼스 안에 여러 개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선전시(深圳市) 정부와 대학교들
이 공동적으로 건설 주체로서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을 관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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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대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성과 산업화,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및 첨단 인재 양성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1.3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기업
을 위해 건설된 전면적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며, 선전시(深圳市)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기술 산업 집적 단지이다.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
地)는 2010 년 9 월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2014 년 3 월에 정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총면적은 12.3 만 m2 이고 용적률은 4.34 이다. 연면적은 62.84 만
m2 이고 그중 근무 시설의 연면적이 37.52 만 m2 이고 주거시설의 연면적이
5.86 만 m2 이며 상업시설의 연면적이 1.42 만 m2, 그리고 식당의 연면적이 0.38
만 m2 이다. 2014 년까지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는 총 248
개의 기업을 유치하였다. 그중 세계 상위권 500 개 기업인 삼성 통신 설비 연구
원, 한국 SK 그룹 생명 건강 회사, 구글 체험 센터가 포함되며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업계 우수 기업과 상장회사도 흡인되었다 [그림 12-13].

[그림 12]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

[그림 13]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

軟件產業基地) 사진 1

軟件產業基地)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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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선전만창업광장(深圳灣創業廣

[그림 15] 선전만창업광장(深圳灣創業廣

場) 사진 1

場) 사진 2

또한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의 창신· 창업 공간을 언급
하면, 선전만창업광장(深圳灣創業廣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선전 소프
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의 중심부에 선전만창업광장(深圳灣創業廣場)
이 배치되었고 세로로의 선전만창업광장(深圳灣創業廣場)과 가로로의 금융거리
와 교차하는 사거리에 창업투자빌딩이 배치되었다. 이 3 가지의 공간 요소는 선
전시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의 주요 창업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스타트업 기업에게 전체 주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4-15].
선전만창업광장(深圳灣創業廣場)은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
地)의 창신·창업 테마 거리로 건설되었고 현재까지 선전만창업광장(深圳灣創業
廣場)에 30 여 개의 인큐베이터와 창업 서비스 기관이 입주하였다. 선전만창업
광장(深圳灣創業廣場)은 ‘전문화 인큐베이션’, ‘창업 투융자’및 ‘아이디어 거래’ 3
가지의 핵심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업 교류’, ‘창업 전시’, ‘창업 매개’, ‘창업 교
육’, ‘창업 액셀러레이터’ 및 ‘기반시설’ 6 가지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전면적인 창
신·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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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 방법 및 분석 내용
본 연구에서는 카페의 공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
도 분석과 결합하여 분석하였고 카페 사용자의 이용 행태 특징을 도출하기 위
해 참여관찰을 실시하였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반구조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운영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카페 매니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지도분석

창업카페의 공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연구 대상 카페의 도시적 입지,
주변 시설과 실내공간을 분석하였다. 그중, 실내공간의 고찰은 현장 조사를 통
해 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면을 그려서 도면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도시적 입지와 주변 시설 고찰은 지도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 소절에는 현
장 조사를 생략하여 지도분석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도시적 입지에 대한 고찰의 경우, 우선 구글지도와 중국 국내의 대중 지도 웹
사이트 바이두지도(百度地圖)를 사용하여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의 입지
를 파악하고 공통적인 입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다음 본 연구의 대상지에 집중
하여 연구 대상 카페의 입지와 주변 지역의 용도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 창업카페의 입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변 시설에 대한 고찰의 경우, 중국 국내의 대중 지도 웹 사이트 고덕(高德)
지도와 이의 지리적 데이터를 시각화 할 수 있는 고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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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2)을 활용하였다. 우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web 서비스 API(web 服務 API)’
서비스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각 종류의 주변 시설 POI 데이터를 받는
다. 다음으로 JSON 형식으로 받은 POI 데이터를 CSV 형식3)으로 전환한 뒤, 고
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주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변 시설의 위치를 지도에서 표시한다. 이처럼, 고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통해 제작된 주변 시설 지도를 참고하고 주변 시설의 분
포를 분석하였다.

3.2.2 참여관찰

선정된 연구 대상 카페 4 개의 이용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진행하
였다. 조사 시간은 2019 년 3 월 18 일(월요일)부터 2019 년 3 월 24 일(일요일)
까지 일주일이다. 연구 대상 카페는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
開發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 문맥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카페의 이용
행태가 다르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일주일을 평일과 주말로 나
누었으며 [표 3-1]에 표시된 각 카페의 영업시간에 따라 [표 3-2]와 같이 영
업시간을 5 개의 시간대로 구분하였다. 그중 주말의 경우, Starbucks 의 주말 영
업시간 조절로 인해 주말 제 5 번 시간대는 무효로 처리되었다.

2) 고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폼(https://lbs.amap.com)은 고덕(高德) 지도의 엘비에스, 지도 편
집 시스템, 내비게이션 시스템, LBS 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시스템을 대중 개발자에게
개방하여 유로 혹은 무료로 자유 편집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 오픈 서비스 플랫폼 웹 사이트이다.
3) Json 는 웹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용량이 작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데이터 객체를 속성
· 값의 쌍 형태로 표현하는 형식이며, CSV 는 몇 가지 필드를 쉼표(,)로 구분한 텍스트 데이터 및
텍스트 파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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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에 따라 일주일 동안 총 33 회의 조사 시점으로 참여관찰을 진행
하였다. 각 조사 시점에 연구 대상 카페를 방문하여 당시의 테이블 점유율, 카
페 사용자 이용 행태와 해당 행태가 발생하는 위치를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카페 이름

영업시간

Sanyou Coffee

8:30-22:00

Dots Coffee

9:00-23:00

Starbucks

7:00-20:00 (평일)

Inno Valley

10:00-18:00 (주말)

9:00-21:00
[표 3-1] 카페의 영업시간

시간대 번호

사간 구분

1

8：00-11：00

2

11：00-13：00

3

13：00-17：00

4

17：00-20：00

5

20：00-23：00
[표 3-2] 시간대 구분

다음 단계, 참여 조사의 기록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다. 엑셀 소프트웨어의
통계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통계 도면으로 표시하여 ‘요일’, ‘시간대’, ‘이용
행태’에 따른 테이블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그중 이용 행태의 경우, ‘W 행태(일
과 관련된 행태)’와 ‘N-W 행태(일과 관련되지 않은 행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뒤에 2 가지 유형의 이용 행태를 기록된 이용 행태에 의하여 세부적인 구분을
하여 분석하였고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3.2.3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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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연구 대상 카페 사용자의 이용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각 카페의 사용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시간은 2019 년 3 월 18
일(월요일)부터 2019 년 3 월 24 일(일요일)까지 일주일이며 앞 [표 3-2]에 표
시된 시간대에 의하여 하루의 조사시간을 5 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
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이용 행태’, ‘선호 기준’, ‘일반적 사항’ 3 개의 부분으로 구
성되었다. 우선, 이용 행태에 관한 문항은 ‘접근 방식과 노선’과 ‘평소에 카페를
이용하는 행태’ 2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접근 방식과 노선’에 대한 문항
은 ‘어디서 이 카페에 오는지’ ‘카페에 접근하는 교통 수단’과 ‘접근 수요 시간’
등의 내용이다. ‘평소에 카페를 이용하는 행태’에 관한 문항은 ‘카페에 방문하는
빈도’ ‘방문 시간과 이용 시간’ ‘동반 유무’, ‘이용 목적’ ‘평균 소비 수준’ 등의 문
항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선호 기준’에 관한 문항은 선호기준에 따라 중요시하는 요소에 관
한 선택식 주관적 문제와 연구 대상 카페에 관한 평가이다. 평가의 내용은 주로
행당 카페의 음식, 분위기, 교통 편리성, 가격, 프로그램과 행사에 관한 평가와
카페가 사업적이거나 생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 카페에 대한 애착도와 충성
도이다. 이에 사용자가 이 카페를 선택하는 이유와 카페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
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은 설문 작성자의 연령, 학력, 소속과 직
업,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이다. 설문작성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라 이용 패
턴의 차이점과 부동한 사용자에게 연구 대상 카페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설문지를 회수하여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엑
셀의 통계 기능을 사용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한 가지의 부수적
인 내용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의 분석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객관
성을 확보하였다.
33

3.2.4 인터뷰
연구 대상 카페의 매니저를 대상으로 1 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
터뷰 전에 인터뷰 대상의 허락을 받은 뒤 인터뷰의 내용을 녹음하였고 조사 후
내용을 문자로 정리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틀은 아래 [표 3-3]과 같이 구성되
었으며 일부 문제는 각 연구 대상 카페의 실제 운영 및 사용 현황에 따라 세부
적으로 조절되었다.
분류

문제 내용
사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 이용
현황

오전, 점심, 오후, 저녁, 야간에 대부분 사용자의 연령과 직업 어떻게 됩
니까?
단골 고객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객입니까? (연령, 직업, 방문 시각 및
머무는 시간, 진행하는 활동)?
수익이 잘 되십니까?
어떻게 수익을 얻으십니까? 전체 수익은 100%라면 그중
수익

에 각 유형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전화, 핸드폰 app 등의 수단인 주문을 받으십니
까? 대부분 어디로 배달하십니까?
본 카페가 제공하는 창업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 현황
및 방식

본 카페에서 창업에 관한 행사를 자주 진행하십니까? 일반
적으로 언제 진행하십니까?
창업 서비스

행사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몇 명입니까? 참가자는 어떤 사
람입니까? (연령, 직업)
어떤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합니까?
인기가 많았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입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료 및

임대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부 지원

정부 지원을 받으십니까?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정부 지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 카페가 주변 카페에 비해, 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

현재 가장 고민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향후 본 카페의 발전 방향은 어떠십니까?
[표 3-3] 인터뷰 내용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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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 일부 창업카페 사용자를 대상으로 반구조
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구체적인 틀이 없고 크게 사용자의

일상 근무 패턴, 창업카페의 공간과 프로그램에 관한 수요, 창업카페에 관한 평
가 등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전에 인터뷰 대상의 허락을 받은 뒤 인터뷰의 내
용을 녹음하였고 조사 후 내용을 문자로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 신뢰도가
높은 온라인 상가 평가 웹 사이트인 ‘대중점평(大眾點評, 사이트 주소:
http://www.dianping.com/)’에 사용자들이 올린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인터뷰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16]과 같이 대중점평(大眾點評) 웹 사이트에 상가
(商家)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상가(商家)의 일반적 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전
체 평가 등등), 메뉴(웹 전용 할인 세트와 전체 메뉴), 사용자 평가와 평가 키워
드, 그리고 주변 기타 상가(商家) 추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에 연구 대상
카페의 이름을 검색하여 각 카페의 ‘사용자 평가 및 키워드’에 집중하여 사용자
의 전체 평가 상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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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중점평(大眾點評) 웹 사이트 내용 예시도(예: Sanyou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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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분석

제 1 절 창업카페의 실내 공간 분석
본 연구는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과 도시적 공간 2 개의 방면에서 창업카페의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창
업카페가 일반적 카페에 비해 가지는 특별한 장소성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창업카페의 한 가지 장소로서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고 창업카페는 일반
적 카페에서 분리되어 한 가지의 새로운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도시적 차원에서 이러한 장소성을 가지는 창업카페가 선호하는 도시적 공간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창업카페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도시 공간의 특성을 탐
구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선정된 대상지별로
나누어서, 같은 대상지에 위치하는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를 비교 분석하여 창
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장의 분석 내용은
‘실내 공간 구조’, ‘사용자 이용 행태’와 ‘운영 방식’ 3 개의 방면에서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2 개의 창업카페가 공통적으로 갖추는 내부 공간 특성을
정리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4.1.1 Sanyou Coffee 및 Dots Coffee

제 3 장에서 소개된 대상지는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과 선전 소프
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이다. 우선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
園)을 중심으로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에서 선정된 카페는 창업카페 Sanyou Coffee 와
일반적 카페 Dots Coffee 이다. [그림 17]과 같이 Sanyou Coffee 와 Dots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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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의 남부에 위치해 있다. Sanyou Coffee 는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 대학교 산업화 종합 빌딩(深圳虛擬大學園院
校產業化綜合樓)이라는 협동 연구개발 빌딩의 1 층에 위치하며, Dots Coffee 는
대학교 산학연 빌딩 중의 하나, 즉 난징대학교 선전 산학연기지(南京大學深圳產
學研基地)의 1 층에 위치해 있다. 본 소절에서 Sanyou Coffee 와 Dots Coffee 각
자의 내부 공간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7] Sanyou Coffee 와 Dots Coffee 의 위치도

우선 Sanyou Coffee 의 경우, Sanyou Coffee 내부 공간 구조를 아래 [그림
18]과 같이 표시하였다. Sanyou Coffee 는 총 2 층의 카페이고 총면적은
419.1m2 이다. 그중 1 층의 면적은 273.8m2 이며 2 층의 면적은 145.3m2 이다. 또
한 카페에서 제공되는 테이블과 자리의 유형에 따라 사용자가 진행하는 활동이
다를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림 19]와 같이 Sanyou Coffee 의 내부 테이블

38

유형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였고 각 테이블 유형이 구성하는 공간의 면적과 전
체 유형인 카페 테이블 공간 중 차지하는 비율을 [표 4-1]과 같이 계산하였다.
[표 4-1]에 의하여 Sanyou Coffee 의 실내공간 중 독립적 공간과 4 인 테이
블 C 로 구성된 공간의 면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인 테이블 C 는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는 4 인 테이블이다. 평소에는 일반적 테이블로 쓰이며,
특정한 활동이 있을 때에 동쪽 벽면의 프로젝터와 함께 활용되어 많은 사람들
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과 같은 한나의 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독립
적 공간은 3 개의 회의실과 같은 작은 반투명한 유리방으로 구성된다. 내부에
10-20 명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있고 프로젝터와 화이트 보드 등
의 회의 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시간제로 임대할 수 있는 유연한 기능
을 갖춘 공간이다.

위치

1층

총면적(m2)

273.8

2층

145.3

총계

419.1

공간 유형

공간 면적(m2)

비율

4인 테이블A

37.5

15.2%

8-10인 테이블

35.6

14.4%

4인 테이블C

73.4

29.7%

4인 테이블B

20.2

8.2%

독립적 공간

80.7

32.6%

——

247.4

100.0%

[표 4-1] Sanyou Coffee 의 각 공간의 면적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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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Sanyou Coffee 내부 공간 구조 및 동선 분석도

[그림 19] Sanyou Coffee 내부 공간 유형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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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Dots Coffee 의 경우, 내부 공간 구조는 아래 [그림 20]과 같이 1 층
공간의 왼쪽에 2 층이 있으며 왼쪽 앞에 실외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Dots
Coffee 의 총면적은 531.4m2 이다. 그중 1 층 실내 면적은 349.3m2 이고 실외 면
적은 86.8 m2 이며 2 층의 면적은 95.2m2 이다. 또한 [그림 21]과 같이 각 테이
블 유형이 구성하는 공간의 면적과 전체 카페 공간 중 차지하는 비율은 [표 42]와 같이 계산되었다.

위치

1층

총면적(m2)

349.3

유형

공간 면적(m2)

비율

4인 테이블A

10.4

3.4%

8-10인 테이블

19.6

6.4%

4인 테이블B

23.1

7.5%

4인 테이블C

42.3

13.7%

유리방

29.0

9.4%

소파

21.6

7.0%

4인 테이블A

64.6

20.9%

소파

11.1

3.6%

2층

95.2

실외

86.8

실외 4인 테이블

86.9

28.2%

총계

531.4

——

308.6

100.0%

[표 4-2] Dots Coffee 의 각 공간의 면적 계산표

[표 4-2]에 의해 Dots Coffee 중 실외 4 인 테이블과 4 인 테이블 A 로 구성
된 공간의 면적 비율은 각 28.2%와 24.3%로 가장 높다. 테이블 A 는 일반적 카
페에 흔한 간단한 의자와 테이블로 구성되는 보통 4 인테이블이며 실외 4 인테
이블은 원형 테이블 주변에 의자를 자유롭게 인원수에 따라 수량을 조절하여
배치될 수 있는 테이블이다. 또한 Dots Coffee 의 테이블 공간 유형을 보면
Dots Coffee 에서 다양한 유형의 테이블이 제공됨으로써 다양한 공간이 제공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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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Dots Coffee 내부 공간 구조 및 동선 분석도

[그림 21] Dots Coffee 내부 공간 유형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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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Inno Valley 및 Starbucks

그다음으로 나머지 대상지인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를
중심으로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선전 소프트
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에서 선정된 카페는 창업카페 Inno Valley 와 일
반적 카페 Starbucks 이다. [그림 22]와 같이 Inno Valley 와 Starbucks 는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중부의 창업광장에 위치해 있다.

Inno

Valley 는 선전 소프트웨어 창업광장 연구개발 빌딩 4D 동 1 층에 위치해 있으
며 Starbucks 는 연구개발 빌딩 4C 동 1 층에 위치해 있고 사거리에 면하여 있
다. 앞부분과 같이 본 소절에서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를
중심으로, Inno Valley 와 Starbucks 의 공간 구조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림 22] Inno Valley 와 Starbucks 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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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nno Valley 의 경우, Sanyou Coffee 내부 공간 구조는 아래 [그림 23]
과 같이 표시되었다. Inno Valley 는 총 2 층의 창업카페이고 총면적은 517.6m2
이다. 그중 1 층의 실내 면적은 279.9m2 이고 실외 면적은 33.5m2 이며 2 층의
면적은 204.2m2 이다. 테이블 공간 유형은 [그림 24]와 같다. [표 4-3]에 의하
여 Sanyou Coffee 의 실내공간 중 독립적 공간과 4 인 테이블 C 로 구성된 공간
의 면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인 테이블 C 는 Sanyou Coffee 와 마
찬가지로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는 4 인 테이블이며 평소에 일반적 테이블로 쓰
일 뿐만 아니라 벽면의 프로젝터와 활용되어 회의장과 같은 하나의 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독립적 공간은 7 개의 면적이 다른 회의실과 같은 작은 반투명
한 유리방과 일반적인 방으로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큰 면적인 방은 회의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작은 방은 개인 작업실, 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다. 2 층은 1
층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으므로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다.

위치

1층

층 면적(m2)

279.9

유형

공간 면적(m2)

비율

4인 테이블A

26.9

8.1%

8-10인 테이블

24.1

7.3%

1인 자리

5.9

1.8%

소파

7.4

2.2%

4인 테이블C

98.9

29.8%

2인 테이블

11.9

3.6%

독립적 공간

123.3

37.1%

2층

204.2

실외

33.5

실외 4인 테이블

33.5

10.1%

총계

517.6

——

331.9

100.0%

[표 4-3] Inno Valley 의 각 공간의 면적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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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Inno Valley 내부 공간 구조 및 동선 분석도

[그림 24] Inno Valley 내부 공간 유형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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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s 의 경우, 내부 공간 구조를 아래 [그림 25]와 같이 표시하였다.
Starbucks 는 1 층의 일반적 카페이고 총면적은 321m2 이고 테이블 공간 유형은
[그림 26]과 같다. 아래의 [표 4-4]에 의하여 Starbucks 실내공간 중 2 인 테
이블의 비율은 각 44.2%로 가장 큰 면적인 공간 유형이며 4 인 테이블 공간은
37.8%의 비율로 그 뒤에 이었다. 2 인 테이블은 주로 벽의 옆에 선형 소파를 설
치하고 맞은편에 의자 한 개를 설치한 2 인이 사용하는 테이블 공간 유형 중의
한 가지다. 또한 4 인 테이블 D 는 원형의 상대적으로 작은 테이블 주변에 높은
의자 4 개가 배치된 한 가지의 4 인 테이블 유형 중의 한 가지이다.

유형

공간 면적(m2)

비율

4 인 테이블 A

12.5

9.2%

8-10 인 테이블

9.3

6.8%

2 인 테이블

60.1

44.2%

4 인 테이블 D

34.7

25.5%

반 독립적 공간

11

8.1%

1 인 자리

8.4

6.2%

총계

136

100.0%

[표 4-4] Starbucks 의 각 공간의 면적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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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tarbucks 내부 공간 구조 및 동선 분석도

[그림 26] Starbucks 내부 공간 유형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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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창업카페의 실내 공간 분석 결과

위의 분석 내용에서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과 선전 소프트웨어
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에 위치하는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의 내부 공간
구조, 공간 유형의 분포와 면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각 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 양자 간의 비교
분석을 하고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2 개의 창업카페가 공통적으로 갖추
는 내부 공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도출할 수 있
다.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부 공간 구조 측면에서 창업카페의 면적이 크고 2 층 공간을 구비한다.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카페의 면적은 각 419m2 와 517.6m2 이다. 그리고
창업카페가 제공하는 큰 면적인 2 층 공간은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사용자가 다
양하고 공공성이 높은 1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가 있는 조용한 공간
을 제공한다.
내부 테이블 공간 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창업카페는 일반적 카페에
비해 다양한 테이블 공간인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독립적 공간을 제공한다.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의 독립적 공간은 총면적이 각 32.6%와 37.1%로
내부 테이블 유형 중 가장 큰 면적 한두개의 독립적 공간을 가진 일반적 카페
에 비해 많은 독립적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1 층에 면적이 크고 유연한 4 인 테이블 C 를 구비한다. 일반적 카페와
달리,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의 4 인테이블 C, 즉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
는 보통 4 인 테이블로 구성된 공간 유형의 면적 비율은 각 29.7%과 29.8%이다.
않은 이동 가능한 4 인 테이블로 구성된 공간은 일반적 카페 공간으로 쓰일 수
있으며, 주변 벽체에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어 창업카페가 여는 행사에 따라
활동이 필요한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48

간략하게 말하면,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은 면적이 크고 2 층 공간을 구
비하고 있는 것과 다양한 테이블 공간 및 1 층에 큰 면적인 유연한 공간과 프로
젝터가 구비되고 2 층에 많은 독립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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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테이블 및 이용 행태 점유율 분석
위와 같이 실내 공간의 특성을 파악한 뒤에 이어 창업카페의 실내 공간이 실
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면서 본 소절에서는 사용자 이용 행태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창업카페의 이용 행태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창업카페의 사용
자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연구 대상 카페의 사용자 이용 행태를 ‘요일’, ‘시간’, ‘이용 행태 유형’로 구분하
여 분석하고 ‘테이블 점유율’과 ‘이용 행태 점유율’ 2 개의 방면에서 이용 행태의
특성을 살펴보고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 간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적 카페에 비해 창업카페의 사용자 이용 행태의 특성을 도출한다.

4.2.1 테이블 점유율 분석

테이블 점유율은 조사 시점에 점유되어 있는 테이블의 수량을 해당 카페가
제공하는 전체 테이블 수량으로 나누는 수치이다, 테이블 점유율을 통해 그 시
점에 카페 내부 공간의 사용 효율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주일의 조
사 기간 동안 평일에 영업시간을 5 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휴일에
영업시간을 4 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서 해당 시점에 카페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
이블 수량과 각 테이블 사용자의 이용 행태를 기록하였다. 조사된 데이터를 엑
셀 파일로 작성하고 엑셀의 통계 기능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
적인 분석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일주일의 조사 기간 동안 각 연구 대상 카페의 테이블
점유율 누계를 [그림 27]과 같이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테이블 점유율 누계를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Dots Coffee 의 테이블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Starbucks 와 Sanyou Coffee 가 2 위와 3 위를 차지하고 Inno Valley 의 점유율
누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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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각 카페 테이블 점유율 누계 통계도

다음으로, 조사 기간을 요일로 나눠서 보면, [그림 28]과 같이 평일에 Dots
Coffee 와 Starbucks 의 테이블 점유율은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보다 높
으며 주말에 Starbucks 와 Inno Valley 의 테이블 점유율이 뚜렷한 하락세가 있
고 Sanyou Coffee 와 Dots Coffee 의 점유율이 각자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승세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일에 일반적 카페는 창업카페 보다
더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 주말에 Starbucks 와 Inno Valley 의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 Sanyou Coffee 와 Dots Coffee 는 휴일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
용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8] 각 카페 매일 테이블 점유율 추이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각 연구 대상 카
페의 테이블 점유율을 5 개의 조사 시간대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테이블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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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시간에 따른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중 주말의 경우, 4 개의 시간대만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주말 5 시간대의 테이블 점유율이 ‘0’으로 계산되었다. 따라
서 [그림 29-32]와 같은 4 개의 연구 대상 카페의 해당 데이터 분석 도면을 작
성하였다.

[그림 29] Sanyou Coffee 시간대별 테이블 점유율 추이도

[그림 30] Dots Coffee 시간대별 테이블 점유율 추이도

[그림 31] Inno Valley 시간대별 테이블 점유율 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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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Starbucks 시간대별 테이블 점유율 추이도

앞부분에 언급한 현상을 이 4 개의 도면을 통해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말에
Starbucks 의 2 시간대의 테이블 점유율은 평일에 비해 많이 적어진 편이고 영
업시간은 평일보다 짧기 때문에 앞부분에 언급한 주말에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
나는 원인이다. 또한 Inno Valley 의 경우, 휴일 2 시간대와 3 시간대의 테이블
점유율은 평일보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었다.
또한, 4 개의 카페 시간대별 테이블 점유율 추이도를 보고 비교하면, 4 개 카페
의 공통점은 3 가지가 있다. 첫째, 주말은 평일보다 점유율이 낮은 편이고 둘째,
평일 매일 2 시간대에 점유율은 급격한 상승과 하락세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평일 2 시간대와 3 시간대는 테이블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다
른 한편으로, 차이점은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2 개의 창업카페는 기타 2
개의 일반적 카페에 비해, 요일과 시간의 영향을 받아 테이블 점유율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이다. 이는 앞 부분에서 언급된 평일에 일반적 카
페가 창업카페에 비해 더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4 개의 카페의 테이블 점유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
다. 이런한 특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용 행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용 행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2 이용 행태 점유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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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소절의 연구 내용은 카페의 사용자 이용 행태를 구분함으로써 이용
행태가 테이블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된 이용 행
태를 ‘일과 관련된 행태(W 행태)’와 ‘일에서 벗어난 행태(N-W 행태)’로 구분하였
다. 각 유형의 이용 행태가 발생하는 테이블 수량을 해당 카페가 제공하는 전체
테이블 수량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의 이용 행태의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다음으
로 조사된 이용 행태를 바탕으로, 2 가지의 이용 행태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
여 더 구체적인 이용 행태의 점유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
카페 4 개의 디테일한 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창업카페의 이용 행태 특
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1) ‘W 행태’와 ‘N-W 행태’ 점유율 분석
우선 전체적으로, 각 카페에서 일주일 동안 조사된 ‘W 행태’와 ‘N-W 행태’ 누
계 와 ‘W 행태’와 ‘N-W 행태’ 점유율 비율을 아래 [그림 33]과 같은 ‘W 행태’
와 ‘N-W 행태’ 점유율 비율 통계도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주일
동안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2 개의 창업카페는 일반적 카페 Starbucks
와 Dots Coffee 보다 W 행태 점유율이 낮으며 ‘N-W 행태’의 점유율이 더 높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W 행태’와 ‘N-W 행태’ 점유율 비율 통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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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창업카페에 발생한 일과 관련된 행태의 점유율은 일반적 카페보다 오히려
더 낮고 일반적 카페는 ‘제 3 의 장소’의 특성 보다 ‘제 2 의 장소’ 와 ‘제 3 의 장
소’의 특성이 결합한 장소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났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 내용에서 조사 시간을 요일과 시간대로
나누어서 각 연구 대상 카페의 ‘W 행태’의 점유율과 ‘N-W 행태’의 점유율을 살
펴보았다. 분석 도면은 아래 [그림 34-37]과 같이 작성되었다.

[그림 34] Sanyou Coffee 의 요일·시간별 ‘W 행태’와 ‘N-W 행태’ 점유율 추이도

Sanyou Coffee 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일에 ‘N-W 행태’의 점유율이 ‘W 행태’
의 점유율보다 높고 토요일에 ‘W 행태’가 ‘N-W 행태’보다 높다. 또한 평일에 매
일 2 시간대는 ‘N-W 행태’가 2 시간대에 급격한 증가를 하여 하루 ‘N-W 행태’
점유율의 최대치에 도달한다. 평일 ‘W 행태’의 점유율은 3 시간대에 가장 높다.
주말의 경우, 평일과 같이 2 시간대는 ‘N-W 행태’가 가장 많은 시간이다. 토요
일 3 시간대에 ‘W 행태’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주일 중 ‘W 행태’의 점
유율의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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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ots Coffee 의 요일·시간별 ‘W 행태’와 ‘N-W 행태’ 점유율 추이도

Dots Coffee 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일과 주말의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으며
매일 ‘N-W 행태’와 ‘W 행태’의 점유율 차이도 크지 않다. 매일 2 시간대와 3 시
간대에는 ‘N-W 행태’가 가장 많으며 3 시간대와 4 시간대는 ‘W 행태’가 가장 많
은 시간이다. 매일 2 시간대는 ‘N-W 행태’가 ‘W 행태’보다 점유율이 높은 반면
에 3 시간대부터 ‘W 행태’가 ‘N-W 행태’보다 점유율이 높다.

[그림 36] Inno Valley 의 요일·시간별 ‘W 행태’와 ‘N-W 행태’ 점유율 추이도

Inno Valley 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일에 ‘N-W 행태’의 점유율이 ‘W 행태’의
점유율보다 높으며 평일보다 주말에 ‘N-W 행태’와 ‘W 행태’ 양자의 점유율이 뚜
렷한 하락세가 있어 양자의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편이다. 평일 매일 2 시
간대는 ‘N-W 행태’가 이 시점에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N-W 행태’가 가장
많은 시간이며 평일 매일 3 시간대는 ‘W 행태’가 가장 많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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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Starbucks 의 요일·시간별 ‘W 행태’와 ‘N-W 행태’ 점유율 추이도

Starbucks 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평일에 ‘N-W 행태’의 점유율이 ‘W 행태’
의 점유율보다 높으며 주말에 2 가지의 이용 행태의 점유율이 평일보다 약간 낮
은 편이다. 또한 평일 매일 2 시간대와 3 시간대에 고객 방문 수량이 가장 많으
며, 이 2 개의 시간대는 ‘N-W 행태’와 ‘W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이다.
위에 분석 내용에서 4 개의 카페의 요일·시간별 ‘W 행태’와 ‘N-W 행태’ 점유
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창업카페는 일반적 카페에 비해, 요일과 시간의 영향을 받아 테이블 점유율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것은 2 가지의 이용 행태가 공동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중 Sanyou Coffee 의 점유율 변화는 ‘N-W 행태’와 ‘W 행태’가 시간에 따른 변
화의 영향을 받으며 Inno Valley 의 급격한 점유율 변화는 주로 ‘N-W 행태’가
시간에 따른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세부 구분된 이용 행태 점유율 분석
위와 같은 분석 내용은 ‘W 행태’와 ‘N-W 행태’ 2 개의 이용 행태 유형을 중심
으로 창업카페의 이용 행태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용
행태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드러났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용 행
태를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이용 행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이용 행태를 참고하여, ‘W 행태’와 ‘NW 행태’ 2 개의 이용 행태를 [표 4-5]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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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된 이용 행태에 따라 각 연구 대상 카페의 이용 행태 특성을 살펴
보고 분석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용 행태 유형

세부적 이용 행태
공부
혼자 일하기

W 행태

팀으로 일하기
소형 회견
대형 회의
혼자 여가
잡담

N-W 행태

동아리 모임
식사

[표 4-5] 이용 행태의 세부 구분

첫째, Sanyou Coffee 의 세부적 이용 행태 특성을 [그림 38-39]와 같이 분석
하였다. 우선 [그림 38]과 같이 ‘W 행태’의 경우, 평일에 ‘소형 회견’ 행태와 ‘혼
자 일하기’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소형 회견’ 행태는 일주일 동안 매일
3,4,5 시간대에 나타난다. 또한 주말에 ‘대형 회의’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혼자 일하기’ 행태는 평일에 나타나며 ‘대형 회의’ 행태는 주말 3 시간대에 나타
난다.
그다음으로 [그림 39]와 같이 ‘N-W 행태’의 경우,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매
일 2 시간대에 ‘식사’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하루 점유율의 최대치이 2
시간대에 나타나고 ‘식사’ 행태의 점유율은 하루에 2 시간대와 4 시간대에 상대
적으로 집중되어 높게 나타난다. 또한 평일에 ‘동아리 모임’ 행태가 없고 주말에
‘동아리 모임’ 행태의 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N-W 행태’
의 세부 이용 행태의 점유율 특성의 규칙은 시간에 따라 뚜렷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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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anyou Coffee 요일·시간별 세부 이용 행태 추이도 (W 행태)

[그림 39] Sanyou Coffee 요일·시간별 세부 이용 행태 추이도 (N-W 행태)

둘째, Dots Coffee 의 세부 이용 행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W 행태’의 경
우 [그림 40]과 같이, 평일에 ‘혼자 일기’ 행태와 ‘소형 회견’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주말에 ‘공부’ 행태와 ‘혼자 일하기’ 행태의 점유율이 높다. ‘공부’
행태와 ‘팀으로 일하기’ 행태의 주말의 점유율이 평일보다 높다. ‘공부’ 행태는
주로 평일 4,5 시대와 주말 3,4 시간대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혼
자 일하기’ 행태의 경우, 평일은 주말 보다 점유율이 높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더불어 시간별로 보면, ‘혼자 일하기’ 행태의 점유율이 3,4 시간대에 가장 높고
‘소형 회견’ 행태는 주말보다 평일의 점유율이 더 높으며 3 시간대에 가장 높다.
그중 Dots Coffee 에서 ‘대형 회의’ 행태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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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Dots Coffee 요일·시간별 세부 이용 행태 추이도 (W 행태)

한편 ‘N-W 행태’의 경우는 [그림 41]과 같다. 평일에 ‘식사’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주말에 ‘동아리 모임’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중 ‘식사’ 행태
는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매일 2 시간대에 가장 높고 ‘동아리 모임’ 행태의 점유
율이 주말의 3,4 시간대에 가장 높다. ‘잡담’ 행태의 점유율은 평일과 주말 상관
없이 매일 2,3 시간대에 가장 높고 ‘혼자 여가’ 행태의 점유율이 금요일 3,4,5 시
간대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Dots Coffee 요일·시간별 세부 이용 행태 추이도 (N-W 행태)

셋째, Inno Valley 의 세부 이용 행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W 행태’의 경
우 [그림 42]와 같이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혼자 일하기’ 행태와 ‘소형 회견’
행태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소형 회견’ 행태와 ‘혼자 일기’ 행태
의 점유율은 평일 3 시간대에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유형인 ‘W 행
태’의 점유율이 시간에 따른 규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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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Inno Valley 요일·시간별 세부 이용 행태 추이도 (W 행태)

‘N-W 행태’의 경우, [그림 43]과 같이 평일에 ‘식사’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
다. 주말에 ‘혼자 여가’ 행태와 ‘잡담’ 행태의 점유율이 다른 유형의 행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식사’ 행태의 점유율은 평일 2 시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하
루 전체 점유율의 최대치에 도달한다. 그중 ‘동아리 모임’이 없다.

[그림 43] Inno Valley 요일·시간별 세부 이용 행태 추이도 (N-W 행태)

마지막으로 Starbucks 의 세부 이용 행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 ‘W 행태’의 경
우는 [그림 44]와 같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혼자 일하기’ 행태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혼자 일하기’ 행태는 평일 1-3 시간대, 주말 3,4 시간대에 많으며 ‘공
부’ 행태의 점유율은 평일보다 주말에 더 높다. 또한 ‘소형 회견’ 행태의 점유율
이 주말보다 평일에 더 높으며 평일 2-4 시간대에 점유율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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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tarbucks 요일·시간별 세부 이용 행태 추이도 (W 행태)

‘N-W 행태’의 경우, [그림 45]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잡담’ 행태와 ‘혼자
여가’ 행태의 점유율이 높고 ‘혼자 여가’ 행태와 ‘잡담’ 행태가 주로 2,3,4 시간대
에 발생하며 ‘식사’ 행태가 적고 보통 2 시간대에 나타난다. 그중 ‘동아리 모임’
이 없다.

[그림 45] Starbucks 요일·시간별 세부 이용 행태 추이도 (N-W 행태)

위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창
업카페는 일반적 카페와 달리, 평일에 주로 점심과 저녁을 제공함으로써 테이블
점유율을 창출하고 주말에 대형 창업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투자 자원을 공유하
면서 테이블 점유율을 창출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특성은 그의 이용 행
태가 요일과 시간에 따라 급격한 차이가 보이는 원인이다.

4.2.3 이용 행태의 공간 분포 분석

앞부분은 시간의 차원에서 창업카페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세부
적인 이용 행태가 카페 내부 공간에서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 특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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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장 내용 중 제 1 절에서
구분한 테이블 공간 유형을 바탕으로 각 테이블 공간 유형이 카페 내부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고 각 카페의 내부 공간을 구분하였다. 다
음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내부 공간의 각 부분에 조사된 세부 이용 행
태가 나타나는 비율에 따라 해당 공간에 면적 비율로 표시하였다. 각 카페의 분
석 도면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anyou Coffee 의 이용 행태 공간 분포는 [그림 46]과 같다. 2 시간대에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 보다 식당 기능이 강하다. 4,5 시간대에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저녁을 먹는 사람이 있다. 또
한 2 층 독립적 공간은 시간제 임대 때문에 회의실만으로 쓰이지 않고 직장인들
이 주말 과외 수업을 받는 교실이 될 수 있으며 주말 3,4 시간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인 창업에 관한 대형 활동이 있기 때문에 1 층은 소통과 교류하는 대형
회장의 기능을 지닌다.
둘째, Dots Coffee 의 이용 행태 공간 분포는 [그림 47]과 같다. 2 시간대에 간
단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 보다 식사 행태가 다수이다. 이
시간대에 카페의 식당 기능이 역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일 3,4 시간대
는 일하는 사람이 많고 대부분의 카페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
가 강한 편이다. 또한 주말 3,4 시간대에 ‘단신촌(單身村)’이란 연인을 소개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단체 모임이 있음으로 인해 단체 모임의 기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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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anyou Coffee 의 이용 행태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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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ots Coffee 의 이용 행태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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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Inno Valley 의 이용 행태 공간 분포는 [그림 48]과 같다. 평일 2 시간대
에 점심 식사를 제공함으로 인해 전체 카페 공간에 식당 기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적 공간은 주로 ‘W 행태’가 나타난 공간이며 1 층 열린 공
간은 사용자, 시간에 따라 다양한 행태가 나타나고 2 층 독립적 공간은 시간에
따라 ‘혼자 일하는 공간-혼자 여가 공간-소형 회견 공간-혼자 일하는 공간’ 혹
은 ‘단체 식사 공간-대형 회의 공간’으로 기능의 변화 리듬이 있다. 이런 기능
의 변화에는 독립적 공간을 임대한 사용자의 일하는 리듬이 보인다.
마지막 Starbucks 의 이용 행태 공간 분포는 [그림 49]와 같다. Starbucks 는
음료수만 판매하는 카페이어서 식사 기능이 약하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과 이야
기를 나누는 사람이 다수 분포한다.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왼쪽의 자리와 오른
쪽의 공용테이블 공간을 선호한다. 평일보다 주말에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선호하는 공간은 혼자 일하는 사람과 유사하다. 그중 평일과 주말의 공간적 이
용 행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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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Inno Valley 의 이용 행태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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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Starbucks 의 이용 행태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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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의 세부 이용 행태의 공간 분포 상황을 파악
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 창업카페의 세부 이용 행태의 공간 분포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 카페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내부 공간의 각 유형의 이용 행태
는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반면에, 창업카페의 경우, 1 층과 2 층 공간에 주로 발
생하는 이용 행태가 다르고 1 층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강하며 2 층은 주로 ‘W
행태’, 즉 일과 관련된 행태가 분포한다. 또한 평일 점심시간과 휴일 대형 회의
가 있을 경우, 한 가지의 이용 행태가 창업카페의 장소성을 주도하여 창업카페
는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소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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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운영 방식 분석
제 1 절과 제 2 절에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 객관적으로 분석된 결과로서
창업카페의 공간 특성과 이용 행태 특성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창업카페의 특유
한 이용 행태 특성이 나타난 원인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
았다. 그러므로 본 소절에서 연구 대상 카페의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카페의 운영 방식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연
구 대상 카페의 유형에 따라 ‘창업카페 인터뷰’와 ‘일반적 카페 인터뷰’로 나누
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고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창업카페의 경우, Sanyou Coffee 의 매니저 방(龐 ) 씨 와 Inno Valley 의
매니저 유(劉) 씨를 대상으로 1 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
용을 공통점과 차이점 2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공통점의 경우,
2 개의 창업카페는 주로 음식 판매, 2 층의 독립적 공간 임대에서 수익을 창출한
다. 더불어 창업카페의 주인은 주로 투자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창업카페를 경영
하는 동시에 관심있는 창업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으
며 카페 주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창업카페에서 창업 교류, 아이디어 나눔, 창업
버스킹 등의 창업활동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자가 만나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제
공하고 창업을 추진한다. 또한 2 개의 창업카페는 전부 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입주하였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입주 당시에 임대료의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Inno Valley 의 경우, 정부 지원은 입주 3 년 후에는 제공되지 않으므
로 현재까지 임대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관한 활동도 자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Sanyou Coffee 는 정부 지원을 받고 공공의 건축
물의 1 층에 입주함으로써 현재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의 차이점은 입지가 공공의 건축물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임대료
의 차이에 있다. 그러므로 임대로의 부담을 가지고, 창업자에게 창업의 편리성
을 제공하기 위해 요리를 만들어 식사를 판매하는 Sanyou Coffee 와 달리, 최초
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던 Inno Valley 는 점심에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수익
을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Inno Valley 의 2 층의 독립적 공간을 Sanyou
Coffee 와 같이 시간제만으로 임대하지 않고 시간제와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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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반적 카페의 경우, Dots Coffee 의 매니저 엽(葉) 씨와 Starbucks
의 매니저 유(劉) 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일반적 카페의 경우, 공
통적으로 간단한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음식물의 판매
량을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따로 창업에 관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창
업카페와 같이 임대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교
통 편리성이 높은 점포를 임대하고 있다. 차이점의 경우, Dots Coffee 는
Starbucks 에 비해 독립적 유리방, 소파 존, 실외 공간 등 더 다양한 공간을 무
료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Starbucks 는 대중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음식물을 판매한다. 온라인 주문을 받고 배
달원이 상품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의 운영 방식을 비교하면, 창업카페의 운영 방식 특성
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창업카페는 음식물만으로 수익을 얻지 않고 공간 입
대와 창업 투자에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둘째, 점포 임대료의 방면, 창업카페는
정부의 지원에 의뢰성이 높으며 정부 지원을 계속 받거나 공공의 건축물에 입
주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일반적 카페는 지원이 없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임
대료로 교통 편리성이 높은 입지에 입주하는 것이다. 셋째, 창업카페는 창업에
관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용자를 흡인하여 창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창출하
는 반면 일반적 카페는 창업에 관한 특별한 활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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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결과
본 장에서 ‘실내 공간 구조’, ‘사용자 이용 행태’와 ‘운영 방식’ 3 개의 방면에서
창업카페와 일반적 카페를 비교 분석하여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탐구하
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내부 공간 구조’, ‘사용자 이용 행태’ 및 ‘운
영 방식’ 3 개의 방면에서 도출한다.
첫 번째,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구조 특성은 면적이 크고 2 층 공간을 구비하
는 것과 다양한 테이블 공간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 층에 큰 면적인 유연한
공간과 프로젝터를 구비하고 2 층에 많은 독립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용 행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N-W 행태’와 ‘W 행태’가 공
동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창업카페는 일반적 카페에 비해, 요일과 시간의 영향
을 받아 테이블 점유율의 급격한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창업카페는 일
반적 카페와 달리, 평일에 주로 식사를 제공하고 주말에 대형 창업 활동을 진행
함으로써 투자 자원을 공유하면서 테이블 점유율을 창출한다.
다음으로, 창업카페의 1 층은 상대적으로 공공성과 유동성이 강하며 2 층은
주로 일과 관련된 행태가 분포된다. 평일 점심시간과 휴일 대형 회의가 있을 경
우, 한 가지 종류의 이용 행태가 창업카페의 장소성을 주도하여 창업카페는 시
간에 따라 장소성의 차이가 크다.
세 번째, 창업카페의 운영 방식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카페는 음식물
만으로 수익을 얻지 않고 공간 임대와 창업 투자에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다음
으로, 임대료의 방면, 창업카페는 정부의 지원에 의뢰성이 높으며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공공의 건축물에 입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업
카페는 창업에 관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용자를 흡인하여 창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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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창업카페 도시적 공간 분석
제 1 절 창업카페의 입지 분석
창업카페는 창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에 따라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
한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은 일반적 카페에
비해 공간, 이용 행태와 운영 방식 등 방면에서의 특수성은 앞부분에서 검토되
었고 창업카페가 특별한 장소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창업카페는 창업 공간과 카페의 결합체인 특별한 장소로서 활발한 창업
활동을 추진한다. 지속적이고 활발한 창업활동은 쓰기 편한 실내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에서 주변 도시공간, 시설에 대한 의뢰성도 있다. 그러므로
창업카페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도시적 공간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장은 도시적 차원에서 창업카페가 선호하는 도시적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 중 창업카페의 도시적 공간 특성에 관
한 고찰은 창업카페의 ‘입지 분석’, ‘주변 공간 분석’과 ‘주변 시설 분포 분석’ 3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 1 절에서,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의 입지 특성과 연구 대상 창
업카페의 입지 특성을 탐구함으로써 창업카페의 입지 특성을 도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제 2 절에서, 연구 대상 창업카페가 입주하는 대상지인 선전 사이버대
학원(深圳虛擬大學園)과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를 중심으
로 창업카페 주변 도시 공간을 분석하고 제 3 절에서 선정된 창업카페 주변 시
설의 분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창업카페의 주변 시설 분포 특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절에서 앞부분 중 검토된 창업카페 주변 도시 공간 특성을 도
출하도록 한다.

5.1.1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의 입지 분석
우선 창업카페가 도시 중에 어떠한 공간을 선호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창
업카페의 입지 특성을 살펴보도자 한다. 이에 본 소절에서 중국 선전시(深圳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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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창업카페의 입지와 본 연구에 선정된 연구 대상 창업카페의 입지를 살펴
보고 창업카페 입지의 공통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전체 창업카페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중국 선전시(深圳市)내부 모든 창
업 카페를 바이두지도(百度地圖)를 사용하여 ‘창업 카페’, ‘중창(眾創) 카페’, ‘창
신(創新) 카페’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내용 중 중복된 카페와 폐
업한 카페를 삭제하여 [그림 50]과 같이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의 입지
를 구글지도에서 표시하였다. 분석 도면에 따라 현재까지 선전시(深圳市) 창업
카페는 총 13 개이다. 그중 11 개 창업카페는 선전시(深圳市) 난산구(南山區)에
위치하고 1 개 창업카페는 용강구(龍崗區)에 위치하며 1 개는 푸톈구(福田區)에
위치한다. 이에 선전시(深圳市)의 창업카페는 선전시(深圳市) 난산구(南山區)에
밀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0]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 입지 예시도

난산구(南山區)는 선전시(深圳市)의 과학연구, 교육, 체육 중심이다. 난산구(南
山區)의 총면적은 187.47km²이고 2016 년까지 상주인구는 135.63 만명이다. 생
산력의 경우, 아래의 [그림 51-52]와 같이, 난산구(南山區)는 선전시(深圳市) 지
역 총생산액의 19.71%로 선전시(深圳市) 전체 10 개의 행정구역 중 1 위를 차지
하며 난산구(南山區)의 인균 생산액은 역시 선전시(深圳市) 전체 행정구역 중 1
위를 차지한다.
74

[그림 51] 2016 년 선전시(深圳市) 지역

[그림 52] 2016 년 선전시(深圳市) 행정

총생산액 비율

구역별 인균 생산액 순위

난산구(南山區)는 선전시(深圳市)의 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탁월한
생산력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난산구(南山區)가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의
혁신 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난산구(南山區) 중부에 선전대학교(深圳大
學),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業開發區) 등이 위치하고 남부에 칭화대학
교(清華大學),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學), 하얼빈 공업대학교(哈爾濱工業大學) 등의
중국 유명하고 우수한 대학교의 선전(深圳) 캠퍼스와 ZTE, TCL 등 첨단기술 대
기업이 위치하는 첨단시술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부에 셔코우(蛇口) 산
업단지와 선전만（深圳灣）, 셔코우(蛇口) 항구가 위치하고 있다.
이에 선전시(深圳市) 전체 13 개의 창업카페 중 11 개의 창업카페가 난산구(南
山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창업카페가 주로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혁신 실력
이 강한 지역에 밀집되는 경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검증하
기 위하여 선전시(深圳市) 전체 13 개의 창업카페 입지 주변의 용지와 시설을
살펴보았다.
바이두지도(百度地圖)에서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 입지 주변 지역의
용도를 고찰하고 창업카페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추는 항목을 아래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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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정리하였다. 창업카페의 주변에 있는 지역 혹은 시설은 해당항목 하에
‘O’를 표시하였으며 없는 경우에는 ‘——’를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특정한 지
역 용도가 계산되는 횟수의 총수를 계산하고 그의 총수를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의 수량, 즉 13 개로 나누면 그 지역 용도의 비율이 계산된다. 그러므로
[표 5-1]에 의하면, 창업카페 주변에 첨단기술산업단지의 비율은 92.3%이며,
기타 산업단지가 있는 확률은 53.8%이다. 그리고 연구 기관의 비율은 46.2%이
며 대학교의 비율은 61.5%이다.
이러한 비율을 통해, 선전시(深圳市) 창업카페들의 배치 현황이 반영하는 창
업카페들의 입지선호가 대략적으로 파악된다. 선전시(深圳市) 창업카페들이 선
호 높은 순으로 첨단기술 산업단지, 대학교, 기타 산업단지, 마지막으로 연구기
관이 배치된 지역 주변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번호

1

2

3

4

5

6

7

8

창업카페 이름
0-1 창객카페
(0-1創客咖啡)
고신기창객카페
(高新奇創客咖啡)
비특카페
(比特咖啡)
난산운곡창객카페
(南山雲谷創客咖啡廳)
미인창각카페
(迷因創客空間咖啡廳)
HIT창객카페
(HIT 創客咖啡)
FT창업카페
(FT創業咖啡)
똑딱창업카페
嘀嗒创业咖啡

첨단기술

기타

연구

산업단지

산업단지

기관

O

O

——

——

O

O

——

——

O

O

O

O

O

O

O

O

O

——

O

O

——

O

O

O

O

——

——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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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9

광곡창업카페
(光谷創業咖啡)

O

——

——

——

10

Sanyou Coffee

O

——

O

O

11

Inno Valley

O

——

O

O

O

O

——

O

O

O

——

O

창업루빅큐브창업투자카
12

페공간
(創業魔方創投咖啡空間)

13

정일하창업카페
(停壹下創業咖啡)

[표 5-1]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의 주변 지역 용도

5.1.2 연구 대상 창업카페의 입지 분석
앞 부분에서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의 대략적인 입지 선호 특징을 도
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2 개의
창업카페의 입지는 구제척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2 개
의 창업카페의 입지 현황을 고찰하였고 분석 도면 [그림 53]과 같이 선정된 창
업카페와 일반적 카페 총 4 개의 카페의 위치와 주변 지역 용도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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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연구 대상 카페의 입지 분석도

우선 전제적으로 보면,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과 선전 소프트웨
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는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
發區)의 남부에 위치한다. 제 3 장의 대상지 소개에 의하면, 선전 고신기술산업
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는, 첨단시술기업과 그의 연구개발센터, 산업기
술개발 센터, 연구원과 각 종류의 중국 국가급(國家級), 선전시(深圳市) 시급(市
級) 실험실 등의 연구개발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이다. 특히 그의 남부
지역은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의 연구개발, 정보, 전
시 및 상업 중심이다. 이를테면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業開發區) 내부
첨단기술 혁신, 교류 등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는 연구 대상 창업카페가
위치한다.
다음으로 각 카페가 위치하는 지역을 살펴본다. Sanyou Coffee 의 경우,
Sanyou Coffee 는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에 위치하고 사이버대학원
주변에 선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산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배치된다. 한편 Inno
Valley 의 경우, Inno Valley 는 선전 소프트웨어 산업기지에 위치하며 주변에 선
전대학교, 첨단과학기술산업지역, 공원 녹지, 주거지역이 배치된다.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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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카페의 입지 주변에 공통적으로 첨단과학기술산업지역과 선전대학교(深圳
大學), 주거지역이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앞부분에 도출된 선전시
(深圳市) 전체 창업카페의 입지 선호 특징과 비슷하게 나왔고 더불어 주거지역
이 본 연구 대상 창업카페의 입지 특징에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Sanyou Coffee 가 위치한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과
Inno Valley 가 위치하는 선전 소프트웨어 산업기지의 특성을 고려한다. 선전 사
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은 선전시(深圳市) 정부와 중국 국내외 각 명문대학
교와 협력하여 건설한 창신형 산학연 단지이고 선전 소프트웨어 산업기지는 소
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기업을 위해 건설된 전면적인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며, 선
전시(深圳市) 소프트웨어 산업, 정보기술 산업 집적 단지이다. 그러므로 2 개의
연구 대상 창업카페는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혁신 능력이 뛰어
난 단지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 기업, 연구 기관 간의 협력과 교류를 추
진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2 개의 창업카페의 도
시적 입지 선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 대상 카페의 도시적 입지 선호 특
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창업카페와 같이, 첨단기술산업단지, 대학교, 연구
기관에 배치되는 것에 더불어 주거지역 주변에 배치되는 것이다. 2) 첨단기술
등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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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창업카페 주변 공간 분석
5.2.1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
창업카페의 입지 특성에 이어서 더 디테일하기 창업카페와 주변 도시 공간이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창업카페와 주변 지역, 건축물, 교통 시설과의 관
계를 연구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 소절에서 각 연구 대상 창업카페의 주변 공
간을 분석하도록 한다.
우선 창업카페 Sanyou Coffee 와 일반적 카페 Dots Coffee 가 위치하는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을 중심으로 공간 분석을 진행한다. 아래[그림
54-57]과 같이 창업카페 주변 공간 분석은 ‘지역 용도’, ‘건축물 기능’, ‘건축물
층수’ 및 ‘교통 분석’으로 구성된다.
[그림 54]과 같이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은 선전 고신기술산업
개발구(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선전대
학교(深圳大學校), 신형산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사이버대학원(虛擬大學園)을 둘러
싸고 있다. 그의 내부 주로 정부 및 단체 용지, 신형산업지역과 오픈스페이스가
배치되어 있다. 그중 신형산업지역과 정부 및 단체 용지라는 어휘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도시계획 용어이다. 신형산업지역은 2014 년 ‘선전시 도시계획표준 및
준칙(深圳市城市規劃標準與準則)’에 추가된 용도 지역이다. 신형산업지역은 연구
개발, 창신, 디자인, 중간 단계 시험 등의 오염이 없는 기능을 가지는 창신형 산
업과 그의 부설 지역을 가리킨다. 정부 및 단체 용지는 중국 정부와 사회 단체
가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소지하고 사용권을 시장화 경영 및 공익 경영 2 가지
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분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 중 선전 사
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의 경우, 선전시(深圳市) 정부와 각 대학교가 토지
사용권을 소지하고 사용권을 분양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또한 [그림 55]와 같이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 내부에 주로 대
학교 산학연 빌딩, 협동 연구개발 빌딩, 첨단기술 오피스 빌딩이 배치되어 있다.
Sanyou Coffee 는 선전 사이버대학원 원교 산업화 종합빌딩(深圳虛擬大學園院校
產業化綜合樓)이라는 대학교간의 협동 연구개발 빌딩의 1,2 층에 위치하여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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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Dots Coffee 는 선전 사이버대학원 원교 산업화 종합빌딩(深圳虛擬大學園院
校產業化綜合樓) 동측의 난징대학교선전산학연기지(南京大學深圳產學研基地)라
는 대학교 산학연 빌딩의 1 층에 위치하여 있다.
[그림 56]과 같이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 내부 건축물들의 층수
는 7-25 사이에 있으며 그중 7-16 층의 건축물이 다수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57] 과 같이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 내부에는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도로의 도달성이 좋고 편리한 교통 시설이 구비된다,

[그림 54]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

[그림 55]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

學園) 내부 및 외부 지역 용도 분석 도면

學園) 내부 건축물 기능 분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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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

[그림 57]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

學園) 내부 건축물 층수 분석 도면

學園) 교통 분석 도면

5.2.2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다음으로 창업카페 Inno Valley 와 일반적 카페 Starbucks 가 위치한 선전 소
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를 중심으로 공간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58]과 같이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는 고신기술산업개발구
(深圳高新技術產業開發區)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선전대학교
(深圳大學校), 신형산업 지역, 주거지역과 오픈스페이스로 둘러싸고 있다.
[그림 59]와 같이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의 내부에 주
로 연구개발 빌딩, 첨단기술 오피스 빌딩, 첨단기술 기업 본부 빌딩, 창업투자
빌딩, 창업광장, 운동장과 서비스 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중부와 북부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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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빌딩은 2 층의 필로티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드러므로 각 연구개발 빌딩 내
에 일하는 사람들은 건축물에서 나갈 필요가 없이 복도를 사용해서 다른 건축
물에 도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연구개발자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창신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그림 60]과 같이 가운데의 창업광장을 둘
러싸는 바깥쪽 코스에 22-50 층의 고층 첨단기업 본부 빌딩과 첨단기술 오피스
빌딩이 배치되어 있어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활발한 창신·창업 분위기를 형성한다.
또한 [그림 61]과 같이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의 남측
과 서측은 선전시(深圳市) 난산구(南山區)의 간선 도로와 인접하고 도로의 도달
성이 높고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의 접근성이 높다.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는 내부 지하 주차장이 구비되어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58]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내부 및 외부 지역 용도 분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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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내부 건축물 기능 분석 도면

[그림 60]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내부 건축물 층수 분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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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내부 도로 및 주차장 분포 분석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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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창업카페 주변 시설의 분포 분석
앞부분에서 선전시(深圳市) 전체 지역과 선전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產
業開發區)의 범위 내의 지역 특성과 주변 지역의 용도를 중심으로 창업카페의
도시적 입지 특성을 도출하고 창업카페 주변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 선전 사이
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과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2 개의
대상지의 공간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본 소절에서는 창업카페를 중심으로 600m
의 반경 범위 내에 주변 시설의 분포 현황 분석을 하고 창업카페 주변 시설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창업카페와 같이 지속적이고 활발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들의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
다.

5.3.1 데이터의 획득 및 처리 방식
여기에 사용된 분석 데이터는 고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폼의 ‘web 서비스
API(web 服務 API)’를 통해 얻은 주변 시설의 POI 데이터이다. 데이터를 획득하
고 분석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폼에서 개발권한을 신청한 뒤 ‘key’라는 개
발권한 코드 번호를 얻는다. 이어서 ‘web 서비스 API(web 服務 API)’항목 하의
‘수색(搜索) 서비스 API’ 서비스를 사용하다. ‘수색(搜索) 서비스 API’는 한 가지
의 HTTP 인터페이스로서 다양한 POI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하는 POI 검색 기능은 ‘주변 수색(搜索)’이다. 아래 [그림 62]의 예
시와 같이 제시된 요청 URL 를 작성하여 웹 브라우저의 주소를 입력하 듯이 요
청 URL 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필요한 각 종류 주변 시설의 지리좌표를 표시하
는 JSON 데이터를 얻는다:

[그림 62] 요청 URL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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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Sanyou Coffee 를 중심으로 600m 반경의 범위 내에 교통시설을 검색
하는 요청 URL 이다. [표 5-2]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요청 URL 의 내용을 변
경하여 검색하면 다양한 POI 지리좌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필수

본 연구의

여부

필수항목

최초에 신청한 개발권한 번호

필수

O

location

검색 중심지의 지리좌표

필수

O

3

keywords

검색 키워드

선택

——

4

types

검색하는 주변 시설 POI의 유형

선택

O

5

radius

검색 반경

선택

O

6

offset

1페이지에 표시되는 POI의 수량

선택

O

7

page

현재의 페이지수

선택

O

extensi-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리 정보의 유

ons

형이다. 일반적으로 'all'로 입력됨.

선택

O

순서

항목

의미

1

key

2

8

[표 5-2] 요청 URL 작성 항목 설명
(출처: https://lbs.amap.com/api/webservice/guide/api/search#around)

본 연구의 경우, ‘location’은 창업카페의 지리좌표로 설정하였다. ‘radius’는 카
페의 근접성을 고려하고 10 분 보행거리 600m 로 검색 반경을 설정하였다.
‘offset’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최대치로 설정하였으며 ‘page’는 ‘1’부터 데
이터를 다 검색되는 페이지수까지 계속 변경하여 전체 POI 를 검색하였다. 그중
‘types’는 고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폼이 제공하는 POI 의 유형과 그의 코드
번호는 [그림 63]과 같다.

87

[그림 63] 고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폼이 제공하는 POI 유형과 코드 번호

제공된 POI 의 유형은 ‘Auto Service’ ‘Auto Dealers’ ‘Auto Repair’ ‘Motocycle
Service’ ‘Food & Beverages’ ‘Shopping’ ‘Daily life Service’ ‘Sports &
Recreation’ ‘Medical Service’ ‘Accommodation Service’ ‘Tourist Attraction’
‘Commercial

House’

‘Governmental

Organization

&

Social

Group’

‘Science/Culture &Education Service’ ‘Transportation Service’ ‘Finance &
Insurance Service’ ‘Enterprises’ ‘Road Furniture’ ‘Place Name & Address’
‘Public Facility’ ‘Incidents and Events’ ‘Pass Facilities’ 22 개의 1 급 구분이 있
으며 각 1 급 분류 하에 2 급 분규와 3 급 분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POI 의 유형을 교육시설, 금융 및 보험시설, 상업 시설, 교통 시설, 문화 및 체
육 시설, 그리고 공공기관 6 가지로 정리하고 ‘type’의 코드 번호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요청 URL 를 입력함으로써 얻은 Json 형식의 데이터를 CSV 형식으
로 전환한 후, 고덕(高德) 데이터 오픈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시각화’ 서비
스를 통해 6 가지의 주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변 시설의 위치를 고덕지도(高
德地圖)에서 표시하였다.

5.3.2 창업카페 주변 시설 분포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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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데이터 처리 방법에 따라,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과
소프트웨어산업기지 2 개의 대상지 내의 연구 대상 창업카페, 즉 Sanyou Coffee
와 Inno Valley 의 주변 시설의 분포 수량과 분포 위치 2 가지 방면에서 분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다음의 내용에서 각 연구 대상 창업카페를 주변
시설의 분포 수량과 분포 위치로 나누어 검토한다.
한편, 우선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 내 Sanyou Coffee 의 주변 시
설 분포 수량은 아래 [표 5-3]과 같이 표시되었다. 그중 상업시설은 66.2%의
비율로 가장 많으며 수량이 많은 순으로 이어서 금융 및 보험 시설 14%, 교육
시설 9.7%, 교통시설 3.9%, 문화 및 체육 시설 3.2%, 마지막으로 공공 기관의
비율은 2.9%로 가장 낮다. 각 시설의 세부적 비율을 보면, 교육 시설 중에 학교,
교육훈련기구와 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분포 수량의 균형이 있으며, 상업 시설
의 경우 음식점의 비율은 29.2%이고 기타 상업 시설 비율의 총합에 비해 적지
만 상업 시설의 한 가지로서 많은 편이다. 교통 시설의 경우, 버스정류장이 지
하철역보다 많다는 것이 일반적 교통 시설의 분포 방식과 비슷하며, 문화 시설
및 체육시설의 경우 문화시설이 없고 체육시설은 3.2%의 비율을 차지한다.
시설 유형

교육 시설

수량
학교

8

연구기관

10

교육훈련기구

12

금융 및 보험 시설
상업 시설

교통 시설

문화 및 체육 시설

43

음식점

90

기타 상업시설

114

버스정류장

10

지하철역

2

문화시설

0

체육시설

10

비율

세부적인 비율
2.6%

9.7%

3.2%
3.9%

14.0%
66.2%

3.9%

3.2%

14.0%
29.2%
37.0%
3.2%
0.6%
0.0%
3.2%

공공 기관

9

2.9%

2.9%

총계

308

100.0%

100.0%

[표 5-3] Sanyou Coffee 주변 시설 분포 수량 통계표(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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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Sanyou Coffee 를 중심으로 600m 의 반경 범위 내, 시설들의 분포
수량을 살펴본다. 수량 분포 분석한 결과 [그림 64-69]와 같이, 상업 시설이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 시설, 교육 시설이 많이 분포해 있다. 교통
시설, 문화 및 체육 시설과 공공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주변 시설의 분포 위치를 보면, 상업 시설, 교육 시설, 금융 및 보
험 시설은 상대적으로 균형이 있게 배치되는 반면에 교통 시설, 문화 및 체육
시설, 그리고 공공 기관은 특정 방향에만 집중된 편이다.

[그림 64] Sanyou Coffee 주변 교육 시

[그림 65] Sanyou Coffee 주변 금융 및

설 분포 도면

보험 시설 분포 도면

[그림 66] Sanyou Coffee 주변 상업 시

[그림 67] Sanyou Coffee 주변 교통 시

설 분포 도면

설 분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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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Sanyou Coffee 주변 문화 및

[그림 69] Sanyou Coffee 주변 공공 기

체육 시설 분포 도면

관 분포 도면

다른 한편으로, 우선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에 위치하는
Inno Valley 의 주변 시설 분포 수량을 [표 5-4]와 같이 살펴본다. 그중 상업시
설의 비율은 82.4%이고 압도적으로 가장 많으며 수량이 많은 순으로 이어서 교
육시설 9.5%, 문화 및 체육 시설 3.2%, 금융 및 보험 시설 2.1%, 마지막으로
교통 시설의 비율과 공공 기관의 비율은 각 1.5%와 1.4%로 가장 적은 편이다.
각 시설의 세부적 비율을 보면, 교육 시설 중에 연구기관의 비율은 6.9%로 다
수를 차지하고 학교의 비율은 1.9%이며 교육훈련기구의 비율은 0.6%로 가장
적다. 상업 시설의 경우, 음식점이 상업시설의 한 가지로서의 비율은 45.1%이며
기타 상업 시설 총합 비율 37.3%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이다. 교통 시설의 경우
Sanyou Coffee 와 마찬가지, 버스정류장이 지하철역보다 많다는 것이 일반적 교
통 시설의 분포 방식과 비슷하고 문화 시설 및 체육시설의 경우 문화시설의 비
율이 0.2%이며 체육시설은 2.7%로 다수를 차지한다.
시설 유형

수량
학교

18

연구기관

66

교육훈련기구

6

교육 시설

금융 및 보험 시설
상업 시설

음식점

91

비율

세부적인 비율
1.9%

9.5%

6.9%
0.6%

20

2.1%

2.1%

429

82.4%

45.1%

교통 시설

문화 및 체육 시설

기타 상업시설

355

버스정류장

11

지하철역

2

문화시설

4

체육시설

26

37.3%
1.4%

3.2%

1.2%
0.2%
0.4%
2.7%

공공 기관

14

1.5%

1.5%

총계

951

100%

100%

[표 5-4] Inno Valley 주변 시설 분포 수량 통계표(단위: 개)

현황은 아래 [그림 70-75]와 같다. Inno Valley 를 중심으로 600m 의 반경 범
위 내, 시설들의 분포 수량을 보면, 상업 시설이 압도적인 수량으로 가장 많으
며 그 다음으로 교육 시설과 문화 및 체육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다. 금융 및 보
험 시설, 공공 기관과 교통 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시설의 분포 위치
의 방면, 상업 시설, 교육 시설, 문화 및 체육 시설은 상대적으로 균형이 있게
배치되는 반면, 교통 시설, 공공 기관이 특정 방향에만 집중되며 금융 및 보험
시설은 선전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의 중심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0] Inno Valley 주변 교육 시설

[그림 71] Inno Valley 주변 금융 및 보

분포 도면

험 시설 분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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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Inno Valley 주변 상업 시설

[그림 73] Inno Valley 주변 교통 시설

분포 도면

분포 도면

[그림 74] Inno Valley 주변 문화 및 체

[그림 75] Inno Valley 주변 공공 기관

육 시설 분포 도면

분포 도면

이에 선전 사이버대학원(深圳虛擬大學園) 내의 Sanyou Coffee 와 선전 소프트
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 내의 Inno Valley 2 개의 창업카페 주변 시설의
분포 현황을 보면, 창업카페 주변 시설의 분포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창업카페
주변에 상업 시설, 교육 시설은 가장 많고 균형이 있게 분포한다. 금융 및 보험
시설은 경우에 따라 한 곳에 밀집되거나 균형이 있게 다수 분포하는 특성이 있
다. 그중 문화 및 체육 시설이 균형이 있게 많이 분포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한 방향에만 배치된 경우도 있으며 교통 시설과 공공 기관의 서비스 범위에 따
라 수량이 적기 때문에 특성에 포함되지 않게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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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결과
본 장에서 창업카페의 주변 도시 공간 특성을 입지와 주변 시설 2 개의 방면
으로 고찰하였다. 그중 창업카페의 입지 특성에 관한 고찰은 선전시(深圳市) 전
체 창업카페의 입지 특성과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창업카페의 입지 특성 2 부분
으로 구성되었고 창업카페 주변 시설에 관한 고찰은 2 개의 연구 대상 창업카페
를 중심으로 600m 의 반경 범위 내 분포하고 있는 시설의 수량과 분포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장에서 창업카페의 도시적 공간 특성에 대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카페 입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전시(深圳市) 전체 창업카페 입
지 특성의 경우, 선전시(深圳市) 창업카페들이 혁신 실력이 강한 지역에 밀집되
는 경향 으로 인해 선전시(深圳市) 창업카페들이 선전 난산구에 밀집되어 있다.
다음으로, 선전시(深圳市) 창업카페의 입지 선호는 높은 순으로 첨단기술 산업
단지, 대학교, 기타 산업단지, 그리고 연구기관이 배치된 지역 주변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2 개의 창업카페의 도시적 입지
선호 특성은 이를 기반으로 주거지역 주변에 배치되고 첨단기술 등의 과학기술
을 혁신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창업카페 주변 시설의 분포 특성의 경우, 창업카페 주변의 시설 분포 특성은
상업 시설, 교육 시설과 금융 보험 시설의 분포 특성을 통해 나타났다. 상업 시
설, 교육 시설은 가장 많고 균형이 있게 분포하며 금융 및 보험 시설은 경우에
따라 한 곳에 밀집되거나 균형이 있게 다수 분포하는 특성이 있다.

94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장 조사, 지도 분석, 참여관찰, 설문지와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활
용하여 창업카페의 도시적 공간과 내부 공간의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중
도시적 공간에 관한 고찰은 현장 조사 및 지도 분석을 통해 선전시 전체 창업
카페와 연구 대상 창업 카페의 입지 특성 및 주변 시설의 분포 특성을 도출하
였다. 현장 조사, 참여관찰,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로 창
업카페의 내부 공간의 구조 특성, 이용 행위 특성 및 운영 방식 특성을 도출하
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3 부분으로 나누어
도출된다:
첫 번째, 창업카페의 내부 공간 구조 특성은 면적이 크고 2 층 공간을 구비하
였으며 다양한 테이블 공간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 층에 큰 면적인 유연한
공간과 프로젝터가 구비되고 2 층에 많은 독립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용 행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N-W 행태와 W 행태가 공동
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창업카페는 일반적 카페에 비해, 요일과 시간의 영향을
받아 테이블 점유율의 급격한 변화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창업카페는 평일
에 주로 식사를 제공하고 주말에 대형 창업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테이블 점유
율을 창출한다. 다음으로, 창업카페의 1 층은 상대적으로 공공성과 유동성이 강
하며 2 층은 주로 일과 관련된 행태가 분포한다. 평일 점심시간과 휴일 대형 회
의가 있을 경우, W 행태 혹은 N-W 행태 중의 한 가지만이 창업카페의 장소성을
주도하여 창업카페는 시간에 따라 장소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세 번째, 창업카페의 운영 방식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카페는 음식물
만으로 수익을 얻지 않고 공간 임대와 창업투자에서도 수익을 창출한다. 다음으
로, 임대료의 방면, 창업카페는 정부의 지원에 의뢰성이 높으며 정부 지원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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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받거나 공공의 건축물에 입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업카페는
창업에 관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용자를 흡인하여 창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창업카페의 주변 도시 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카페 입지의 특성의 경우, 우선 선전시(深圳市) 창업카페는 혁신 실
력이 강한 지역에 밀집되는 경향이 있어 입지 선호가 높은 순으로 첨단기술 산
업단지, 대학교, 기타 산업단지, 그리고 연구기관이 배치된 지역 주변을 선호하
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2 개의 창업카페의 도시적 입
지 선호 특성은 이에 더불어, 주거지역 주변에 배치되고 첨단기술 등의 과학기
술을 혁신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 배치된다.
둘째, 창업카페 주변에 시설 분포 특성은 상업 시설, 교육 시설과 금융 보험
시설의 분포 특성을 통해 나타났다. 상업 시설, 교육 시설은 가장 많고 균형이
있게 분포하며 금융 및 보험 시설은 경우에 따라 한 곳에 밀집되거나 균형이
있게 다수 분포하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일하는 장소이자 일에서 벗어나는 장소인 창업카페의 공간
적 특성과 이용 행태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창신과 창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에 나타나는 창업카페의 일부 특성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첨단기
술산업단지 등의 활발한 창업과 창신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설계 과정
중에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중국 선전시(深圳市) 사이버대학
원(虛擬大學園)과 소프트웨어산업기지(深圳軟件產業基地)를 중심으로, 창업카페
와 일반적 카페를 비교함으로써 창업카페의 특성을 발굴하였다. 지역 문맥에 따
라, 다른 지역의 창업카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도시의 발전에 따라
창업카페의 공간적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창업카페의 특성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고 유동적인 창업카페의 정체성을 계속 발굴하는 후속 연구가 추가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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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Use Behavior of Start-up Cafés in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in Shenzhen, China
Wei Zichuan
Graduate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China has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due to its increasingly
activ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ctive large-scal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ctivities. Shenzhen, which is known as the
Silicon Valley of China, is a representative innovative city in China. After
being selected as the first batch of smart cities in China, Shenzhen has
developed into a representative smart city due to its continuou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since 2015,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t forward a
slogan of "mass entrepreneurship, mass innovation" to stimulate th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ctivities of the Chinese people. Since then,
China has set off a wave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cross the
country, while increasingly activ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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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rought new space needs. Therefor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a variety of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space
has been built, among which start-up café, as a market-oriented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space and the combination of entrepreneurial space and
café, has appeared. Cafés are no longer just places for selling coffee or for
people to meet, but also become places for entrepreneurs to work and for
investment meeting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essence of start-up
café, focusing on the Shenzhen Virtual University Park and Shenzhen
Software Industry Base in the High-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of
Shenzhen, China. A start-up café and a general café in each research site are
chosen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afé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spatial characteristics and use behavior.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data of on-site survey, participant observation,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to analyze and compare the start-up café with the
general café.
The content of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the analysis of the inner
space of the start-up café and the urban space around the start-up café.
Firstly, the research on the inner space of the start-up café is mainly divided
into three aspects: inner space analysis, use behavior analysis and operation
mode analysis. Through on-site investigation, the inner space of the cafés
was investigated and the graphic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a oneweek observation of table occupancy and user behavior of the cafés in
different time periods and an affiliated questionnaire survey of the cafés’
users, this paper studies the usag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afés. In
addition,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manager of the cafés
on the operation mode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cafés. Secondly, through
on-site investigation and map analysis, this paper explores the surrounding
urban space of the start-up café from three aspects which are sit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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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sit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facilities.
Like this, this study derived the spati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start-up café which is as both a workplace and a place away from work,
thus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afés which appeare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is study will be of
great significance as a reference material in the future urban design of
regions like High-Tech Technology Industrial Zones where promote lively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In this study, by comparing start-up cafés
and general café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art-up cafés were obtained.
In the future, we need to study the start-up cafés from other perspectives,
and the follow-up researches on the essence of start-up café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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