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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공유 경제 대한 관심과 젊은 층의 창업, 1인 기

업이 늘어나는 경제적 상황과, 디지털 변혁,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

등의 사회적 상황이 맞물리게 되었다. 위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들

은 기존의 근로형태와 방식을 빠르게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

으며, 유동적인 업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코워킹 스페이

스가 급격히 증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내에서도, 위워크와 패스트 파이브의 출범과 함께 커뮤니티 형

성 및 구축과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 창출로 인해 2015년부터 공유

오피스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내 다

양한 중소기업과 기존 대기업들이 참여하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지역성, 운영목적, 운영주체 등에 따라 여러 가

지 형태. 프로그램, 공간의 특성 그리고 공급방식으로 차별화 전략

이 젊은 층의 공간 수요 변화의 흐름과 맞아 새로운 공유 오피스

의 수요로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의 고찰과 국내외 현황 조

사를 통해 일반 코워킹 스페이스와는 차별화하여 공급되고 있는,

커뮤니티의 확실한 목적성을 추구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산업 특

화형, 상업 특화형 대상 고객 특화형, 서비스 특화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산업 특화형은 패션, 제작, 식품, 금융, 건축, 디자인

등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특정 직업 군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작업

공간,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다. 상업 특화형은

리테일과 접목하여, 판매 혹은 인근 시장의 상권등의 접근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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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차별화 전략의 코워킹 스페이스다. 대상 고객 특화형은 여

성 전용, 아동 친화형, 등의 특정 대상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화한

코워킹 스페이스다. 서비스 특화형은 네트워킹에 집중된 이벤트

서비스, 하이엔드 공간 제공 서비스, 커스텀 오피스 서비스 등의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별화한 코워킹 스페이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서술한 차별화 유형의 코워킹 스페이스

가운데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특정 직업

군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

성 현황 분석과 더불어 내부 공간 구성과 공간 특성 분석을 동시

진행하여, 도시적 입지 차원과 건축적 공간 차원의 자료를 구축하

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코워킹 스페이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영향

력이 있는 곳으로 현 시점 까지 유지되어, 자료 수집 가능한 곳으

로,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 업종

에서 화두가 된 코워킹 스페이스 수요가 높은 곳으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곳으로서, 새로운 오피스와 산업 양상을 관찰 할 수

있는 곳을 통계청 자료와 전문 리서칭 기업의 트렌드 리포트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선행 연구 자료에서 다수 노출된 빈

도가 높은 사례들을 수치화 하여 대상을 산업 특화형 연구 대상으

로서의 적합성을 재평가하며, 새로운 입지 요인 결정 요인 도출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오피스 입지 이론에 입각하여 공급된 3도심

밀집 지역 인근 이탈 현상이 보이는 새로운 입지 요인 특성이 드

러나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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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선정 과정을 토대로, 무신사 스튜디오, 위쿡, 카우 앤

독, 스튜디오 블랙, 펩랩 5곳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간적

분석과, 입지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 2장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코

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과 공간 특성 그리고 입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 3장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분석에서 분

석의 틀을 통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5곳을 분석하였다.

공간 구성과 공간 특성은 물리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나, 입지

특성 은 물리적 분석과 함께 기존 이론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입지 특성에 대한 도출을 추가적으로 진행위해, 질적 연구로써 심

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

스의 내부 공간 구성과 공간 특성은

첫째, 업무공간, 서비스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업무 공간 = 커

뮤니티 공간 > 서비스 공간” 순으로 평면 구성에서 프로그램 배치

의 구성의 비율을 보였다.

둘째, “다목적성“이 높으며,일과 학습 그리고 휴식이 어우러지는

융합적 특성으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로 해석된다.

셋째, “접근성”이 높으며, 네트워크 관계가 깊게 유지되며, 정보의

순환과 공간의 순환이 지속되는 창조 혁신의 장으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의 입지 특성은

첫째, 입지 결정 요인은 동종 업종 집적 여부 , 교통편리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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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장 인프라 , 인근 문화시설 인프라, 지역 특수성, 입주 건물

의 특화성 으로 도출되었으며,

둘째, 새로운 입지 결정 요인 패러다임 변화로는, 업무 밀집 지

역의 입지 여부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최근 주변 문

화시설, 공공시설, 오픈 스페이스가 입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포화 된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에서 도시의 업무공

간이자 네트워크 구심점으로서 여러 양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프

로그램과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공간의 특성이 차별화 되고 있는

현황에서, 차별화 기준으로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의 분류 기준

을 제시하며, 그 중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건축적 공간 분석과 도시적 입지 분석을 동시에 분석한 융합적 특

성의 연구로써 의의가 있으며, 추후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설계

를 위한 기초자료와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에서 산업 특화형 코워

킹 스페이스를 공급하는 입지 특성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청년 , 공유 오피스,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구성 분

석, 입지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

학 번 : 2020-2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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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공유 오피스의 시장 변화

1인 기업의 증가, 4차 산업의 발전, 2030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행태 변

화, 디지털 변혁, 코로나 전염병 유행 이후 라이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패러다임이 더욱 빠르게 전환되면서 공유경

제가 전 세계 적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금융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적 경기 침체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고,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 및 업무

복합 건물들이 쉐어 하우스, 숙박 공유, 공유 오피스, 주차 공유, 시설 대

여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공간 공유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 공간에서

도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성 및 공유자원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

시 공간의 시·공간적 활용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공유형태를 활용한 도

시의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흐름에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공유 오피스는 2015년부터 오피스 시장

에 성장단계로 시작하였다. 2016년 위워크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자 하면서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의 크기를 키웠으며, 국내 브

랜드인 패스트 파이브가 이후 출범 하며, 공유 오피스 시장을 빠르게 성

장하게 하였다. 이런 공유 오피스 시장의 호황에 따라, 최근에는 다양한

기업에서 공유 오피스 사업에 발을 넓히며, 공유 오피스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게 되며, 비슷한 성격의 공유오피스의 공급이 많아졌다. 이에



- 2 -

따라, 시장 과열화 현상으로 시장 포화 상태로 인해 공유 오피스의 수요

가 분산 되며, 공급자 입장에서 이익이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전염병 유행 이후 공유 오피스의 수요는 더욱 하향세를 보이는 듯하였으

나, 외국에서 보여진 새로운 형태의 공급방식으로,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

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치열한 경쟁과 시장 과포화 현상에 있었던, 미국 과 유

럽에서는 최근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이 강조되

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의 표상과 의미로써의 도시의 업무공간이

자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공유 오피스가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IT기업과 미디어산업, 유튜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직종 및 비즈니스가 1

인 기업, 스타트업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활성화 되면서 주로 해당 분야

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

는 공간으로 의미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도시 외곽지역에

조성된 산업 클러스터 형태 혹은 연구 공원 등의 공간적 형태가 혁신을

일으키는 거점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도시형 혁신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층이 모이게 되며, 혁신 산업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이 보여진다 .1)

전문 정보 플랫폼인 위서치 (wesrch)와 코워킹 관련 전문 온라인 메거

진인 데스크맥 (Deskmag)에서는,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

특화형 등으로 그 공간의 성격과 프로그램 그리고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

한 공유 오피스의 공급이 위와 같은 사회적 흐름과 맞게 된 것이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 전문화된 작업 공간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는 많은 성공적 사례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 위

치한 ‘노이즈 파브리크’는 오디오 크레에이티브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마

스터링, 리코딩, 믹싱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입지한 위치 주

변에 음악적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해당 청년층이 밀집하여

1) 정수희, 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

제23권 제3호 2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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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공유 오피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보였으며, 미국 덴버에 위치한

‘트레이드드 크래프트 인더스트리스’는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찾으며, 3D

모델링 작업, 모형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사례

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의 공유 오피스 시장의 변화가 보인다.

기업적 측면에서는,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근무 확산 및

디지털 업무형태 전환에 따라 기업들의 업무의식과 운영방식이 변화하

며,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

로 공유 오피스를 개별 기업의 ‘거점 오피스’로 활용한 근거리 출근 방식

을 이용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유 오피스의 주 임차

대상이던 중소 중견기업,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이외에도 소규모 부서별

로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산업에 따라 사무공간을 분산할 필요성을 느

낀 대기업의 신규 임차로 수요가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2)

이용자 측면에서는, 디지털 변혁 (Digital Transformation)이후 업무방

식의 변화가 일어나며, 공유공간을 활용하려는 젊은 경제 활동 수요계층

의 수가 많아지며,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는 효율적인 소비경

향이 강화되었다.3) 이에 따라 오피스 시장에서는 개인 공간과 협업 공간

이 혼재하며, 작게는 시간부터 월 단위까지 렌탈 및 구독의 방식으로 사

용하는 공유 오피스가 기존의 장기 임대방식의 오피스 공간 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벤처기업 혹은 1인 기업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

여 그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공유 오피스를

공급함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한편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공급 방식을 시도하며, 이용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4)

2) 정수희, 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

제23권 제3호 292-311

3) 김은란 외, 2015 ; 서울도시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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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 측면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부 층을 공유 오피스로 전환하여 단기 소형 오피스 임대 형태로 운영

하는 방식도 패러다임 변화로 보여 졌다. IFC서울은 자체적으로 소형 오

피스 브랜드인 ‘ The Smart Suites at IFC'를 론칭 하며 직접 공유 오

피스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63빌딩 또한 ’드림 플러스 63‘의 핀 테크 산

업 전문 특화 공유 오피스를 론칭 하며 공유 오피스 시장에 진출하였다.

위와 같이 공유 오피스 시장의 과포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 오피

스의 경쟁구도의 변화와, 공유 오피스 시장 규모 및 사업전략을 수정하

는 계기로 국 내·외적으로 보이고 있는 청년 창업의 기반을 둔 산업 특

화형 공유 오피스에 관련된 시사점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 및

연구할 가치가 있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업무공간의 공유와 이용자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오피스

시장에 변화를 보여주는 공유 오피스를 새롭게 유형화하고,

1) 그 중 산업 특화형 공유 오피스의 공간 구성 특성과 프로그램 특

성의 분석을 통해, 건축적 관점에서의 내부 공간을 해석하며,

2) 기존의 오피스 전통적 입지 요인 과 새로운 입지 특성의 도출을

통해, 도시적 관점에서의 입지 요인 분석을 해석하여,

젊은 층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공유 오피스의 도시 · 건축 통합적

분석5)을 종합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공유 오피스의 공급자 측면에서 산업 특화형 공유 오

피스를 계획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4)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가능성 및 향후 전망」2018

5) 배철희·김정엽·이현석 (2018)이 「코워킹 스페이스의 구성과 운영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연구에서 예비 창업자는 “입지 환경”이 포함된 “건축 요소”를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특성과 입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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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1.2.1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그림 1> 서울에 입지한 공유오피스 현황

(출처 : 공유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실태 진단, 서울연구원 2019-BR-08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공유 오피스의 급격한 수요가 늘어난, 공

간인 서울 시내로 한정하였다. 서울시에 입지한 공유 오피스의 공급 추

이를 보면 2015년 ~2018년 사이 공유 오피스의 공급면적은 기존의 약 3

배 이상 증가하였고, 서울시 내의 공유 오피스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70개 공유 오피스 운영 업체에서 231개 지점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크게 강남권 업무지구, 도심권 업무지구, 여의도권 업무지구

세 군데6)에 크게 분포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권역별로 분석하

6) 해당 권역 구분은 전통적인 중심업무지구인 도심권 (CBD), 강남권 (GBD), 여의도권

(YBD: 여의도 일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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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면, GBD에 51개 기업의 131개 운영지점(56.7%)이 공급되어 공유오

피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또한 CBD에는 21개 기업

의 33개 운영지점(14.3%)이, YBD에는 8개 기업의 13개 운영지점(5.6%)

이 분포한다. 그 외에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등의 업무 밀집 지역 이외

지역에도 21개 기업의 54개 운영지점(23.4%)이 분포해 전통적인 업무 중

심 밀집 지역 외의 지역에도 공유 오피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7) 이에 따라 모든 서울시를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다.

1.2.2 연구의 대상

내용적 범위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토대로 “공유 오피스”를 정의 한 결과, 서비스드

오피스(Serviced Office), 소호 오피스(SOHO Office), 쉐어드 오피스

(Shared Office)등 일부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현재 통

용되어 사용하는 단어로, 외국 선행연구에서는 공유 오피스를 정의하기

위하여 ‘함께 업무 하는 공간’ 으로 번역이 되는 코워킹 스페이스

(Coworking Space)를 사용하여, 국내 용례에서는 공유 오피스를 주도적

으로 사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공유 오피스를 큰 범주의 용례로 하여,

그 안에 포함된 코워킹 스페이스의 범위를 다루고자 한다.

<그림 2>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도

7) 서울연구원 ,「공유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실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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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와 관련 정보 플랫폼을 고찰한 결과,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

한 분류 기준은 명확히 나눠 진 바가 없어 선행 연구와 관련 정보 플랫

폼을 토대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차별화 전략이라는 분류기준을 토대로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 하였고,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분포

한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로 선정

하였다. 각 분야별 직업군에서 필요한 업무 공간의 성격과 프로그램 그

리고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후 본문에서는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로 명명하며 연구의 대상을 한정하였다.

연구 분석 자료
산업 특화형 공유 오피

스 공간 특성 분석

산업 특화형 공유 오피

스 입지 특성 분석

수집 자료

지점별 소개글, 도면,

홈페이지, 관련 선행 연

구, 보도자료,

GIS 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카카오맵, 구글맵,

서울 연구원 공유 오피

스 진단보고서

수집 목적

공간 구성 분석,

공간 특성 분석,

프로그램 특성 분석

전통적 산업 입지 이론

분석 및 새로운 입지 요

인 분석을 토대로 심층

인터뷰 항목 구축

<표 1> 연구 분석 자료에 따른 수집 자료 및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은 위 <표 1>과 같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

페이스의 공간 특성 분석과 입지 특성 분석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공통적으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일반 코워킹 스페이스의 기존 선행연구

를 정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요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간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점 별 소개글과 도면을 물리적 분석하였

고, 입지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 와 서울 연구원

공유 오피스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GIS 데이터와 구글 맵 분석을 통해

인터뷰 항목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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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의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으로 구체적 분석 대

상을 선정하였다.

1) 연구의 배경에서 서술한, 최근 코워킹 스페이스의 트렌드를 반영하

고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현 시점 까지 유지되어, 자료 수집 가능한 곳

으로,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2) 각 산업별 업종에서 화두가 된 코워킹 스페이스 수요가 높은 곳으

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곳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관찰 할

수 있는 곳을 통계청 자료와 전문 리서칭 기업의 트렌드 리포트들을 기

준으로 선정하였으며,

3) 해당 선행 연구 자료에서 다수 노출된 빈도가 높은 사례들을 수치

화 하여 대상을 산업 특화형 연구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재평가하며,

4) 새로운 입지 요인 결정 요인 도출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오피스

입지 이론에 입각하여 공급된 3도심 밀집 지역 인근 이탈 현상이 보이는

새로운 입지 요인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산업의 형태를 고찰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분석 대상은 아래<표 2>와 같다.

업체명 주소 업종 오픈일 빈도

무신사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

13길 20 현대 시티 타워
패션 2018. 6 3

위쿡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5 F&B 2019. 1 2

카우 앤 독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

로 2길 20
미디어 2015. 1 3

스튜디오 블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

로 78길 22 홍우2빌딩

크리에

이터
2017. 8 3

펩렙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16-4 세운상가 550호
제작 2013. 8 2

<표 2>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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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3.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과 목적에 대해 기술하며, 이에 따른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여, 연

구의 방법을 제시함으로, 본 연구의 흐름을 제시한다.

2장은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론적 고찰로서, 1절에서는 선행 연구와 현

황 조사를 통해 코워킹 스페이스의 정의를 구축하며, 발전 과정과 현황

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한다.

2절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고찰로서, 웹 사이트, 매거진, 선

행 연구 등을 통해 일반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 가치와, 공간 구성, 공

간 특성을 도출하여, 내부 공간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3절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적 고찰로서,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산업 입지 이론의 오피스의 전통적 입지 결정 요인을 도출해내며, 또한

오피스 입지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여, 새로운 입지 결정 요인을 도출

해, 외부 입지 요인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3장은 2장을 통해 도출된 분석 틀을 기준으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

페이스를 분석한다. 1절에서는 분석 대상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대상을 선정한다.

2절에서는 선정된 분석 대상을 분석의 틀에 맞춰 공간적 분석을 한다.

3절에서는 선정된 분석 대상을 분석의 틀에 맞춰 입지적 분석을 한다.

입지적 분석을 위해, 용도지역, 인근 역사, 인근 도로 등의 입지적 특성

을 지도를 통해 분석하였고, 새로운 입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

한, 주변 문화·공공공간의 분석을 GIS 데이터 및 분포 지도를 통해 분석

하여, 입지의 물리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입지적 분석의 가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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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청년을 위한 산업 특화 코워킹 스페이스는 기존 전통적 오피스

입지 이론과 다른 새로운 입지 결정 요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공급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사전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 두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 11월~12월까지 1

개월 간 전화 및 비대면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사전 인터뷰를 통해

수치화한 입지 요인을 기반으로 전통적 오피스 입지 요인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 하고자 했으며, 공급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각의 구체적인 입지요인에 대한 분석과 기존 이론과 선행 연구에서 다루

는 요인 외에 작용하는 결정 요인으로 주변 문화·공공공간이 결정요인으

로 작용했는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4장은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입지적 해석으로 젊은

층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공유 오피스의 도시 · 건축 통합적 분석을

종합하고자 한다.

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의의인 향후 공유 오피스의 공급자 측면

에서 특화형 공유 오피스를 계획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한계점을 밝히어, 차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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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의 흐름

<그림 3>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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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코워킹 스페이스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코워킹 스페이스의 일반적 고찰

2.1.1 코워킹 스페이스의 정의

1)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공유 경제’ 의 공간

비즈니스의 일종으로, 공간 공유 산업의 업무 공간의 일환으로 기존 오

피스와 다르게 소규모의 책상의 단위부터 중대형의 면적의 단위까지 임

대의 크기 및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개인의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

과 더불어 라운지, 회의실 등의 활용도가 다소 낮은 공용공간은 타 이용

자 혹은 업체와 공유 하는 오피스를 일컫는다.8)

공유 오피스는 또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서비스드 오

피스 (Serviced Office), 소호 오피스 (SOHO Office), 비즈니스 센터

(Businiess Center)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하며, ‘공유’의 뜻을

강조한 셰어드 오피스 (Shared Office)라고도 불려져왔다.

최근에는 ‘함께 일하는 공간’의 뜻이 강조된 코워킹 스페이스

(Coworking Space)개념이 증대되며,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무 업무에 관련된 환경을 구성하여 임대를 해주는 소프

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합병되면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공유 오피스 전체를 대변하며 정의된다.9)

8)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가능성 및 향후전망」 ,2018

9)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

제」, 2015.4.15. 제 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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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워킹 스페이스

Co-working이란 합성어는 1999년 버나드 드코븐(Bernard Dekoven)의

조어 이며, 동등한 존재로 함께 어울러 일한다는 업무 방식의 의미로써

코워킹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2006년 브래드 노이버그(Brad

Neuberg)가 샌프란 시스코에 “Hot Factory"라는 공유 업무 공간을 설립

하면서 업무 공간으로써 처음으로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Co-woking과 space가 결합된 말로써 사전적 의미

로는 “일종의 공동사무실(공용사무실)로, 각자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하

는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 또는 그러한 모임”10) 이다.

조금 더 심화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의미로는, 기존의 “하나의

업무 공간을 공유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협업 공간”의 업무 공간으로

서의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오피스와 차별성을 갖으며, “개인적인 업무

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서로의 비즈니스 방식을 나누고 소통하며, 일과

학습 그리고 휴식 이 결합되어 네트워킹과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며 시너

지를 창출하는 공간”11) 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코워킹 스페이스는 다양한 형식과 변형

을 거치며 정의 되었다. 이성수는 2010년 “코워킹은 독립적으로 일하지

만 가치를 나누고, 재능 있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상생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모임과 공간”12)이라고

하였고, Carsten은 2011년에 상호 신뢰와 상호 간의 공통 핵심 목표 및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과 자발적이고 협업적이며 유연한 업무

방식을 의미13)한다고 하였다. Tadashi는 2013에 코워킹은 일하는 개개인

10) 네이버 지식백과 _ 코워킹 스페이스

11) waters-Lynch, J., Potts, J., Butcher, T., Dodson, J. and Hurley, J., 2016,

「coworking : A Transdisciplinary overview」, Available at SSRN 2712217

12) 양재영, 고진수, 2014, 「Coworkin 공간 유형화에 따른 평면 구성 비교분석」, 한국

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311

13) Carsten Foertsch, 2011, What is Coworking and its cultural backfround?,

Desk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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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와 지혜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하면서 가

치를 창출하는 공간과 모여서 일하는 방법14) 이라고 정의 하였다. 정수

희는 2020에 “창조적 경제활동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모이는 공간으로,

창조도시에 밀집하며, 청년, 혹은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창작자,

특수한 분야와 목적을 위한 집약적 혁신 공간, 지역의 커뮤니티로서 복

합 문화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한 공간”이라고 정의 했다.

운영체제 특징 공간 유형

인큐 베이팅 형

- 투자 목적성

- 목표 대상이 명확

- 창업 및 스타트업 대상

- 신규사업 발굴 및 투자

- 엑셀러레이팅

- 평가 및 성과 측정

정책형

코디 네이팅 형

- 서비스 접근

- 목표 대상이 다양

- 비즈니스 및 운영진 수익모델

- 신규 사업 또는 프로젝트

- 네트워킹 파티 및 이벤트

- 운영의 자율화

비즈니스형

네트워킹 형

- 참여 접근

- 목표 대상 불명확

- 프리랜서, 다양한 직업군

- 멤버십, 회비 운영모델

- 입주 회사간 협업

- 자체 네트워킹 행사

- 멤버십, 동호회적 성격

커뮤니티형

<표 3>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체제별 기존 유형 분류15)

(자료: 김재학,이재규, 2018, 코워킹 스페이스의 제 3의 공간에 관한 연구)

위와 같이 코워킹 스페이스는 단순한 업무 공간의 공유 이상으로 더 많

14) Tadashi Uda, 2013, 「What is the coworking? : A theoretical Study on the

Concept of Coworking」

15) 김재학, 이재규, 2018, 「코워킹 스페이스의 제 3의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

자인 학회논문집 제 13권 2호 통권 50호 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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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치를 도모하고 있다. 다양한 개념이 생성되고 진화하고 있으며 그

에 따른 공간 공급의 양태 역시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협업의 업무 방

식의 개념에서 공간 공유의 형태로 공유 오피스의 개념으로 확장 되었으

며, 최근에는 주로 스타트업의 공간적인 필수 요소로써 코워킹 스페이스

가 고려되기 시작했으며, 창업에 강화된 코워킹 스페이스의 소프트웨어

적인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체제 중 인큐베

이팅 방식이 강조되어,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며 비즈니스적으로 양성

하는 역할과 동시에 공생적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공급하는

것으로 코워킹 스페이스가 발전 되고 있는 양상이다. 점차 지역 단위에

서 혹은 산업 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급하는 코워킹 스페

이스의 범위도 <표 3>과 같이 확장되고 있다.16)

2.1.2 코워킹 스페이스의 현황

1) 코워킹 스페이스의 전망

코워킹 스페이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오피

스 공간의 패러다임 변화이다. 오피스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사무적

물리 공간을 의미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오피스 사용자에게 있어서 보

내는 공간으로, 시대의 흐름이나, 이용자의 라이프 패턴에 따라 가장 많

은 영향을 받으며, 변화에 민감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피스 사무공

간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 기업구성의 변화, 근무

자의 이용 방식 변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급변하는 사회적인 흐름과 그로 인한 세계화와 사회계층의 다양화, 업

무의 복잡화가 오피스 환경의 변화를 도래하게 되었고, 사무기기의 자동

화 및 4차산업의 도래 이후 업무 방식의 변화는 IT 기술의 발달과 맞물

려 사무공간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서비스 산업 중심의 3

16) 정수희, 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

제23권 제3호 292-311

17) 최동욱, 「인큐베이팅 오피스 공간계획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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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4차 산업으로 진화가 되며, 창조적인 생산

업무를 진행하기에 수월한 사무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30 젊은

층 세대의 10인 이하 창업 스타트업 및 1인 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업무

인식의 변화가 사무실에 대한 인식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어, 창의성과

소통 더 나아가 편안함과 쾌적함을 조성하여 여가와 업무가 균형을 갖게

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 따라,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업무 공간의 수요와 공

급은 전세계 적으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위에서 서술한 시장적 요인이 뒷받침된다.

2) 코워킹 스페이스의 국외 현황

2020년 글로벌 코워킹 관련 정보 전문 온라인 매거진인 ‘데스크맥

(Deskmag)’이 제공한 ‘ Global Coworking Survey’에서는 <그림 4>과

같이. 2015년 8,900개였던 코워킹 스페이스는 2018년 18,700개로 급증하

였고, 2019년 12월에는 22,400개로 증가하며, 2020년에는 26,300개로 증가

하였다고 한다.

또한 코워킹 스페이스 사용자 수도 <그림 5>과 같이 2015년에는 54만

50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6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12월 말

217만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2020년에는 268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림 4> 코워킹 스페이스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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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자 수 현황

(출처: Deskmag, Global Complete Coworking Survey)

코워킹 스페이스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이

고 있으며, 세계적인 코워킹 스페이스의 최근동향을 파악하기에 알맞다.

미국은 국토가 넓은 만큼 각 지역과 주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문화나

서비스가 모두 다르고, 코워킹 스페이스의 각 지점마다 공간의 목적도

모두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코

워킹 스페이스가 발전했으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였다.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문화가 발달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만큼 인큐베이팅

(Incubating) 성격이 강하게 보여지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이 빠른

성장을 도모하였다. 창업지원 정책을 시작하며, 프리랜서, 스타트업의 증

가와 함께 2013년 781개였던 코워킹 스페이스 수가 3년새에 2배 가량 증

가한 1200개로 급성장하는 동향을 보였다.

또한 뉴욕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 또한 보였는데, 1988년 전 세

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에 급증한 실업자들이 1인 사업 혹은 소규모 창업

을 시작하며 소규모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 또한 한몫을 하였

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있는 도시인 뉴욕인 만큼 문화에 대한 수요

와 더불어, 지역성에 대한 고려가 보이는 공간과 문화에 특화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 방식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다.

로스엔젤레스 에서는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위한 목적성이 뚜렷한 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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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스페이스가 많이 퍼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렵에서 또한, 각 국의 모습에 따라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 방식이나,

수요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에서 2014년부터 4년간 1300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할

만큼 스타트업의 붐과 함께 코워킹 스페이스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도시의 특성을 가진 베를린은 독자

적인 운영전략과 다양한 형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한 것이

급격한 성장의 원인으로 파악 된다.

영국에서는 역사적 도시의 흐름과 더불어 기존의 커뮤니티 사회의 발달

로 인해, 특정 커뮤니티를 위해 서비스 되거나 큐레이팅 한18)코워킹 스

페이스가 성장의 요인으로 파악되며, 특정 대상을 지정하며 산업에 따른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 방식이 재고된다.

3) 코워킹 스페이스의 국내 현황

2000년대 초반 2005~2010년 초반 2015년~ 현재

비즈니스 센터의 등장 시장 정체 및 세분화 급성장 및 다양화

-98년도 르호봇의 단

기간 출장 및 단기간

공간대여 서비스의 등

장

-토즈 모임센터의 비

즈니스 센터 개설을

통해 서비스드 오피스

로 발전

-스타트업 창업 붐이

소규모 오피스 수요를

증가

-네트워킹과 4차산업

혁명 이후 새로운 직

군 및 1인기업의 등장

으로 급성장

-디지털변혁과 전통

적 오피스 공간에 대

한 인식 전환, 업무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공간 수요 인식변화

<표 4> 국내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의 흐름

(참고: 국내 공유오피스 현황에 대한 분석연구를 종합해 본인 재구성 )

18) Deskmag, 2018, 「Quick Facts about the UK's Coworking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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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비즈니스 센터(Businiess Center)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지금의 서비스드 오피스 (Serviced Office)와 동일

하게 소프트웨어 혹은 환경까지 구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되었다. 1998년 10월에 단기간 출장 혹은 단기간 공간 대여를 사업모델

로 시작한 르호봇 (Rehoboth)이후, 2009년 모임 공간인 토즈(TOZ)가 비

즈니스 센터 강남점을 출범하면서 서비스드 오피스로 발전 가능성이 있

었지만, 당시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 과 산업구조 그리고 기존 귄위적 오

피스 모델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위워크와 패스트 파이브의 출범과 함께 커뮤니티

형성 및 구축과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 창출로 인해 2015년부터 공유 오

피스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내 다양한 중소

기업과 기존 대기업들이 참여하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코워킹 스페이

스의 지역성, 운영목적, 운영주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 프로그램,

공간의 특성 그리고 공급방식으로 차별화 전략이 젊은 층의 공간 수요

변화의 흐름과 맞아 새로운 공유 오피스의 수요로 집중되고 있다. 위의

흐름은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내의 코워킹 스페이스 현황은 서울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국내 코워킹 스페이스의 최근동향을 파악하기에 알맞다.

서울시에 입지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 추이를 보면 2015년 ~2018년

사이 공유 오피스의 공급면적은 기존의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이 향후 얼마나 증가될지 예측할 수 없으나, IT기업과 유

튜버 등 새롭게 등장한 사업의 형태가 스타트업, 1인기업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빅 데이터 활용, 앱 개발 등 주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한 프로젝트성 스타트업이 다양화되면서 기존과 다른 양상의 새로

운 오피스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스타트

업들은 업무 중심지에 입지하고 구축된 주변 인프라를 희망하지만, 기존

의 오피스 시장에서의 기존 오피스의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사무환경 조성 등 초기비용 부담도 과도하여 코워킹 스페이스를 찾

게 되는 양상이 보인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이러한 스타트업의 제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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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 조건을 기간적, 공간적인 수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띄어 성장세가 가파르다.19)

서울시 내의 공유 오피스는 2019년 7월에 70개의 운영 기업에서 231개

지점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크게 강남권업무지구, 도심권

업무지구, 여의도권업무지구 세 군데20)에 크게 분포 되어있는 것으로 파

악되며, 이를 각각의 업무지구로 구분하여 보면, GBD에 51개 기업의

131개 운영지점 (56.7%)이 위치하며,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이 가장 많

은 지역으로 확인된다. 또한 CBD에는 21개 기업의 33개 운영지점

(14.3%)이, YBD에는 8개 기업의 13개 운영지점 (5.6%)이 분포한다. 그

외에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등에도 21개 공급기업의 54개 운영지점

(23.4%)이 있어 업무중심 도심지 외에도 코워킹 스페이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코워킹 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강

남권이며, 도심권, 여의도권 순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여의도권은 2008년

이후부터 코워킹 스페이스가 공급되어 타 지역에 비해 늦은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최근에는 마포·구로구가 신흥업무지구로서 부상되며 특화 산업

공유오피스의 공급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3도심 이외의 지

역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성장세가 급증하고 있다. 성동·송파구 또한

강남권으로 높은 접근성으로 높은 수요가 보이며, 주변의 지식산업센터

가 많이 분포하여 임대료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문화시설

과 인접한 점에서 공급 확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22) <그림 6> 참고

19)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공유오피스 시장의 성장가능성 및 향후전망」 ,2018

20) 해당 권역 구분은 편의상 부동산 등 관련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중

심업무지구로 도심권 (CBD), 강남권 (GBD), 여의도권(YBD: 여의도 일대)로 분류한다.

21) 서울연구원 ,「공유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실태」, 2020

22) 3도심을 제외한 지역의 공유오피스 성장세로 보여진 마포·구로구에서는 신흥업무지

구로서 부상되며 특화 산업 공유 오피스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며, 성동·송파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등 문화시설과 인접한 점이 공급확장의 요인이 되는 점에서 새로

운 입지요건의 일환으로 주변의 문화·공공시설이 영향을 끼치며, 특화 산업 공유 오피스

의 입지요인으로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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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도심과 그 외 지역의 코워킹 스페이스 성장세

(참고: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본인이 재구성)

국내 코워킹 스페이스의 현황을 요약하면 기존의 코워킹 스페이스 입

지를 다진 기업인 위워크와 패스트파이브가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시장

에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하며, 시장 과포화가 일어나고 있

는 모습을 보인다.23)이에 따라 과포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워킹 스

페이스의 경쟁구도의 변화와,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 규모 및 사업전략을

수정하는 계기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23) 최필주, 2019, 「주제 특화형 코워킹스페이스의 프로그램 특성과 실내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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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년도)

인큐베

이터형

코디네

이팅형

네트워

킹형

창업지

원형

벤쳐지

원형

엑셀러

레이터
주거형

정수현

(2014)
● ● ●

백수연

(2016)
● ●

김희재

(2017)
● ● ●

김은아

(2017)
● ● ● ●

김원준

(2017)
● ● ● ● ● ●

김재학

(2018)
● ● ●

최은지

(2018)
● ● ● ●

2.1.3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 분류

1) 선행 연구 분석

코워킹 스페이스는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다양한 분류 기준을 가

지고 유형을 분류하고 있었다. 처음 국내 코워킹 스페이스가 소개 되었

을 때, 운영체제에 따라 나누어 인큐베이터형, 코디네이터형, 네트워킹형

세가지로 구분을 했으며, 그 이후 이용목적, 운영주체, 공간지원형태 등

의 분류기준을 가지고 유형 구분을 하였다.

<표 5>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 분류 선행 연구 분석 표

위의 선행 연구를 정리해 보자면, 인큐베이터 형, 네트워킹 형의 코워

킹 스페이스가 유형 분류로 가장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많이 활용 되었으며, 각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보여 진다.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카페형, 개방형, 인큐베이팅형, 코디네이팅형, 네

트워킹형, 주거형, 작업실형 등의 유형으로 나뉘어 졌으며,

공간지원형태에 따라서는 카페형, 개방형, 인코베이팅형, 네트워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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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유형 특성

차별화 전략

Specialized CWS 비슷한 분야의 직업군을 대상

HighEnd CWS 고급화된 공간 및 공간 커스터마이징

Corporate CWS 기업에서 부서 혹은 팀별로 산업특성

Open CWS 개방성과 접근성 등 공공성에 집중

Conventional CWS 기존의 일반적인 코워킹 스페이스

네트워크 특화형, 코워킹-코리빙형 등의 유형으로 나뉘어졌고,

이용목적에 따라서는 창업지원형, 벤쳐지원형, 커뮤니티형, 등으로 나

뉘어 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각 유형의 세부 특성이 서

로 중첩되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 방법상 명확한 코워킹 스페이

스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새로운 유형 분류를 제시하며, 현재 코워킹 스페이스의 트렌드

를 반영하며,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연구할 수 있는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2)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 분류

코워킹 스페이스 전문 정보 플랫폼인 위서치(wesrch)와 데스크맥

(Deskmag)등의 플랫폼과 외국 저널의 조사 보고서, 최근 동향등을 기준

으로 본 연구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 분류를 구축하였다.

2017 년 라제쉬 루스라(Rajesh Luthra)와 2018년 Minnesota Real

Estate Journal에 기재된 “5가지 유형의 코워킹 스페이스” 에서는 기존

의 일반 코워킹 스페이스에 “차별화 전략“ 이라는 분류기준을 토대로 기

존의 일반 코워킹 스페이스에 4가지 유형을 더해 5가지의 유형을 제안하

고 있다.

<표 6> 5가지 유형의 차별화 전략 기준 코워킹 스페이스

(참고: “5가지 유형의 코워킹 스페이스” 토대로 본인 작성)

앞서 고찰하였던, 코워킹 스페이스의 국내·외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코워킹 스페이스의 급격한 성장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시장의 과포화로

비슷비슷한 성격의 코워킹스페이스의 공급과 다른 포지셔닝의 차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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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 업체명

건축

트레이드 크래프트 인더스트리 (국외)

에이 라운지 (국내)

에이 플랫폼 (국내)

미디어

오레가 (국외)

노이즈 파브리크 (국외)

에이/디/오 (국외)

스튜디오블랙 (국내)

법률
로펌 스위트 (국외)

넥스트 데이 (국내)

제작
펩렙 (국외/국내)

디케이웍스 (국내)

F&B
카르마키친 (국외)

위쿡 (국내)

핀테크 핀베타 (국내)

패션

무신사 스튜디오 (국내)

SWEFYI (국내)

위워크 디자이너 클럽 (국내)

통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 등의 결합, 확장으로 새

로운 공급 방식이 재고 되고 있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차별화

전략” 이라는 분류기준을 토대로 공간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류

하면, 현재 차별화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 구분은 산업 특화형, 서비

스 특화형, 대상고객 특화형, 상업 특화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산업 특화형

전 세계적으로,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작업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산업별로 분산되어 공급되고 있다. Specialized

Coworking spaces, Industry-Specific Coworking spaces, Niche

Coworking spaces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건축, IT, 미디

어, 크리에이터, 법률 등의 산업에서 국 내·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표 7> 국 내·외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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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서비스 업체명 (공간 테마)

하이엔드

코허브 (태국, 숲속)

더 하이브 (방콕, 스파, 마사지 공간)

후붓 (발리, 호텔 호화 공간)

워킹 캐피톨 (싱가포르, 요가, 명상, 무에 타이, 킥복싱 공간)

커스텀

스파크 플러스 (국내, 여행)

로컬스티치 (국내, 전시, 미디어, 공연)

더 스마트 스윗 (국내, 금융)

구글캠퍼스 (국외, 사옥 대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는 각 분야별 직업군에서 필요한 프로그

램과 공간 그리고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며, 입주 고객들끼리 네트워

킹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다. 또한 주변

지역성을 고려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을 통해 연관된 다양

한 하부 산업들을 큐레이팅 함으로써 넓게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역 혁

신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 가치중 협

력적 특성이 강화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로 보여 진다.

2-2) 공간 서비스 특화형

전 세계적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의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특별

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도 등장했다. Service

Specialized Coworking Space라고 불리고 있으며, 고급화된 공간 등을

제공하는 하이 엔드 코워킹 스페이스 (High-End Coworking Space,

Fancy Cowroking Space)와 기업에 맞춤형 공간을 공급하는 커스텀 오

피스 (Custom Office)등 코워킹 스페이스가 사옥의 대체 형태로 진화한

공간으로 보여 진다.

<표 8> 국 내·외 공간 서비스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표

공간 서비스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는 일과 학습 그리고 네트워킹과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보여 진다. 디지털 변혁 이후로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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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고객 서비스 업체 명

아동 친화 더 네스트 (폴란드)

여성 전용
더 윙 (미국)

빌딩 블럭스 (국내)

밀레니얼 네트워크 워크 플렉스 역삼점 (국내)

글로벌 네트워크 워크 플렉스 롯데 월드 타워점 (국내)

성 보다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전형적인 형태의 오피스가 아닌 다양화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 지며, 다양한 플랫폼

산업과 과거에 없던 새로운 창조적 지식 인력이 등장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업무공간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에 따라 새로운 공급 방

식으로 집, 잍터, 문화·공공공간 등의 공간이 결합되며, 코워킹 스페이스

의 핵심 가치 중 융합적 특성이 강화된 공간 서비스 특화형 코워킹 스페

이스가 보여 진다.24)

2-3) 대상 고객 특화형

산업군 혹은 직업군이 아닌, 이용 고객의 특성, 나이, 공통 관심사, 성

별 등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 그들에게 맞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상 고객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도 등장했다. Client Specialized

coworking space라고 일부 명명 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고객들을 고려

한 아동 친화 서비스, 여성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친화서비스, 밀

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밀레니얼 네트워크 서비스,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 직원들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공급 방식이 국

내·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표 9> 국 내·외 대상 고객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표

대상 고객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는 업무 외적으로 대상 고객에 따

라 필요한 공간 혹은 서비스 들을 제공함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같은 공급 업체일지라도, 대상 고객에 따라 지점별 다른 서비스

24) 정수희, 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

제23권 제3호 2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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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특화 서비스 업체명 특징

리테일 공간 제공 메이드 바이 위

- 제품을 판매하는 리테일 공간 제공

- 워크 플레이스 제공

- 미팅룸 제공

- 월정액 공간 / 일일권 둘다 가능

백화점 비스포크

- 웨스트 필드 백화점 4층

- 판매 행사를 위한 공간 대관

-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대관

- 핫 데스크/ 데이패스 둘다 가능

리테일 공간 제공 로컬 스티치

- 로컬 푸드 랩이라는 요식업 판매

- 카페 및 전시 공간 대관

- 지역별 필요 상업 시설 및 입주사

선정을 통해 상업 공간 분배

크리에이터스 나잇 패스트 파이브

- 입주사 중 물건 판매 마켓 오픈

- 외부인 마켓 부스 참여 가능

- 연사 초청을 통한 행사 공간 대관

와 공간을 제공하는 공급 방식을 통해, 다채로운 사업 방식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 가치 중 공동체

성 즉, 커뮤니티가 강화된 고객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보여 진다.

2-4) 상업 특화형

입주사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커뮤니티 형태의 리테일 공간이 있거

나, 주변의 문화공간을 통해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제공하는 상업 특화

형 코워킹 스페이스도 등장했다. Retail Combined coworking space라고

일부 선행 연구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백화점의 일부 층을 코워킹 스페

이스로 제공하며, 백화점에 바로 납품을 하거나 백화점의 공간에서 판매

를 진행하는 형태로도 상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모습이 국 내·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표 10> 국 내·외 상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표

위와 같은 상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는 접근성을 강화 시켜 차별화

를 보이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접근성이란 물리적 접근성 뿐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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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유형 특성

차별화 전략

산업 특화형

- 각 분야별 직업군에서 필요한 프로그

램, 공간 그리고 서비스를 맞춤 제공

- 협력적 특성 강화

공간 서비스 특화형

- 일, 학습, 휴식이 결합된 특별한 프로

그램, 공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

- 융합적 특성 강화

대상 고객 특화형

- 이용 고객 특성에 맞춤형 프로그램,

공간 그리고 서비스를 맞춤 제공

- 공동체적, 커뮤니티 특성 강화

상업 특화형

- 상업 판매가 가능한 리테일 프로그

램, 공간 그리고 서비스를 맞춤 제공

- 접근적, 개방적 특성 강화

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국내의 로컬 스티치 업체에서 보인 지역성을 토대로 한 지역 기반

상업 특화 서비스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방성 측면을 고려하여 잠재적

수요자의 기반 층을 쌓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 쇼핑몰들이 새

로운 리테일 매장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코워킹 스페

이스와의 결합의 양상이 보이며, 이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 가치 중

접근성과 개방성이 강화된 상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제 2장 1절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용례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구축하

였으며, 국 내·외 코워킹 스페이스의 현황을 파악함으로,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의 동향을 토대로, 새로운 분류 기준을 도출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명확하지 않은 분류 기준과 유형 분석을 앞선, 현황

파악과 선행 연구 고찰에 따라 새롭게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아래와 같

은 유형 분류 표를 토대로 이 후, 연구의 범위는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

스로 한정하였으며,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입지적 연구를 위하여 연구 대상은 명확한 스타트업의 직업군과 산업 군

이 설정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로 한정하였다.

<표 11> 본 연구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 분류 및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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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내용

협력

Collaboration

서로 관련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

식과 경험을 공유

공동체

Community

다양한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모여서 서로의 가치관과 아이

디어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하여 재상산적인 일을 창출

개방성

Openness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

를 갖춰 서로 공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

접근성

Accessibility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게 물리적 거리와 경제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커뮤니티의 가치를 속저

으로 이어가며, 공평한 기회와 참여를 도모하는 공간

연구자 협력 공동체 개방성 접근성 지속가능성

최필주 ● ● ● ● ●

백수연 ● ● ● ● ●

안효진 ● ● ● ● ●

정수희 ● ● ● ● -

김원준 ● ● ● ● ●

최비범 ● ● ● ● ●

제 2 절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고찰

2.2.1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핵심 가치

코워킹 스페이스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 같이 모여 일한다” 고 사전

적 의미를 한정 하였고, “ 하나의 독립된 개방형 사무실이 아닌 구성원

들이 각자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양하고, 업무 공간, 휴식 및 서비

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모두 포함한 공간” 으로 공간적 의미를 정의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공간 핵심 가치와 관련된 국 내·외 선행 연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해외 최초의 업무 전용 코워킹 스페이스인 Citizen

Space가 제시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이 5가

지로 정리된다.25)

<표 12>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 가치 선행 연구 조사 표

<표 13>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핵심 가치 정리 표

25) DeGuzman,G. and Tang,A. 「Working In the UnOffice : A Guide to Coworking

for Indie Workers」, Citizen Space 20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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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업무 공간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 공간
개인 공동

한혜선
개인오피스

멀티오피스

가상오피스

오픈 오피스

안내공간

휴게공간

키친네트

사무기기실

도서실

메일박스

김동훈 주업무공간 기능공간 업무보조공간

박준영 개인업무 공동업무 휴게공간 라운지

이미래 개인공간 협업공간 휴게공간 회의공간

유수지 사적공간 공적공간 공용공간 업무지원공간

백수현 개인업무영역 공동업무영역 커뮤니티영역 업무지원영역

김진우
개인오피스

멀티오피스

오픈오피스

미팅룸

커뮤니티영역

라운지

식음공간

사무기기실

사물함

로비&리셉션

김희재

핫데스크

전용데스크

프라이빗

공동업무공간

가상오피스

로비, 카페, 바

정원, 키친, 놀

이실, 수면실

회의실, 사무기기

이벤트홀, 샤워실

강의실, 스포츠룸

이헤수
개인오피스

멀티오피스
오픈오피스

회의실, 미팅

라운지,테라스

컨시어지, 키친

사무기기실,

위와 같이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핵심 가치관은 협력(Collaboration),

공동체(Community), 개방성(Openness), 접근성 (Accessibility),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의 5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협업을 기

반으로, 물리적, 경제적으로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접근성과 개방 공간

에서 개인업무나 공동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커

뮤니케이션의 가치를 높이는 창조혁신의 장으로 공간의 가치를 삼는다.

2.2.2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앞서 정리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핵심 가치를 토대로 코워킹 스페

이스는 업무 공간과, 휴식 및 서비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여 오

피스의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3장에서 진행할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특성 분석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공간 구성 요소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구성 요소 도출의 과정은 국

내 선행 연구들의 항목 도출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 14>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선행 연구 조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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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공간 구성 특성 분석의 틀에 활

용할 공간 구성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구성 도식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은 업무 공간, 커뮤

니티 공간,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되며, 업무 공간에는 개별 업무 공간,

공동 업무 공간, 가상 업무 공간이 포함되며, 커뮤니티 공간에는 휴게 공

간과 회의 공간으로 포함된다. 서비스 공간에는 업무 지원 서비스 공간

과 휴게 지원 서비스 공간으로 포함된다.

전통적 오피스의 공간의 분류는 업무 형태에 따라 나누는 것이 보편적

이며, 프란시스 더피 (Francis Duffy, 1997)는 아래의 <그림 8>과 같이

상호 작용성 (Interaction)과 자율성 (Autonomy)를 두 축으로 오피스 공

간 형태를 연구 하였다. 두 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오피스

공간을 DEN형, CLUB형, HIVE형, CELL형으로 분류 하였고 이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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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특징

HIVE 개인 업무 / 개인공간 구성이 어렵고, 별도의 구분 공간이 없음

CELL 개인 업무 / 개인공간 구성이 강화,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공간

DEN 그룹 업무 / 팀 단위의 공간, 강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룹 단위

CLUB 그룹 업무 / 모두에게 열린 공간, 창의적인 지식 창조형 업무

한 표는 아래 <표 15>와 같다.

<그림 8> 프란시스 더피의 업무 공간 형태26)

<표 15> 프란시스 더피의 업무 공간 형태 유형 정리

26) Francis, P. Duffy (1997) 「The New Office」, Conran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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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전통적 오피스의 공간 구성 형태의 틀인 프란시스 더피의

다이어그램 에 입각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분석의 틀로 활

용될 일, 학습, 휴식의 융합적 성격이 보여지는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

의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9>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구성 분석 다이어그램 양식

위의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원의 크기는 각 업무 공간, 서비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평면 구성에

서 프로그램 배치의 구성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원의 위치는 자율성과 상호 작용성을 기준으로 기존의 프란시스 더피

의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작용성은 개인의 접목 정도와 집단의 접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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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접

근

성

관

계

성

유

연

성

창

조

성

다

목

적

성

자

율

성

유

희

성

가

변

성

이

동

성

형

평

성

편

리

성

일

시

성

유

동

성

공

유

성

휴

식

백수연 ● ● ● ●

노동완 ● ● ● ●

김은아 ● ● ● ● ●

김원준 ● ● ● ● ●

김희재 ● ● ● ●

이한재 ● ● ●

김재학 ● ● ● ● ● ● ● ● ●

최비범 ● ● ● ●

전진배 ● ● ● ●

합계 6 8 7 4 2 2 2 2 1 1 3 1 1 1 1

도의 빈도에 따라 위치를 상,하로 배치하며, 자율성은 공간의 개방성과

활용도의 정도에 따라 좌,우로 배치한다.

또한 세 원의 교집합 부분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업무 공간, 서비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인접도와 비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집합의 크기

가 달라질 것이다.

2.2.3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

코워킹 스페이스의 물리적 공간 구성에 대한 분석의 틀을 토대로, 3장

에서 다룰 연구의 대상인,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통

해, 빈도수가 높은 과반수의 특성을 분석하여,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

이스의 공간 특성의 분석의 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6>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 선행 연구 조사 표

빈도 별 분석결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경우 위의 <표 16>과 같이 과반

수 5회 이상 나타나는 접근성, 관계성, 유연성이 추출되었다.

또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

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공간의 공간 특성이 해당 공간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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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접

근

성

관

계

성

유

연

성

융

합

성

유

희

성

다

양

성

상

징

성

효

율

성

자

율

성

다

목

적

성

창

조

성

공

유

성

유

동

성

가

변

성

개

방

성

우

연

성

이

동

성

중

심

성

김철영 ● ● ● ● ●

최동욱 ● ● ● ●

이혜지 ● ● ● ● ● ●

박여진 ● ● ● ● ● ●

유수지 ● ● ● ● ● ●

이미래 ● ● ● ● ●

김현선 ● ● ● ●

합계 4 4 1 5 2 1 1 1 2 4 1 2 1 2 1 1 2 1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스타트업 공간 특성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젋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

간 특성의 분석의 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7> 스타트업 및 창업 공간의 공간 특성 선행 연구 조사 표

빈도 별 분석결과 스타트 업 공간의 경우 위의 <표 17>과 같이 과반

수 4회 이상 나타나는 접근성, 관계성, 융합성, 다목적성이 추출되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

간 특성의 분석 기준은 접근성, 관계성, 유연성, 융합성, 다목적성으로 도

출 하였다.

2절에서 도출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요소에 따라, 각 특성의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코워킹 스페이스와 관련된 특성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앞서 고찰한 선행 연구와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

하였다. 공간 구성 특성별 체크리스트는 아래 <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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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체크리스트 여부

접근성

A1. 내부로 들어 왔을 때 시야가 트여 있다.

A2. 공간의 배치 방식이 접근의 용이성에 영향을 준다.

A3. 사적 공간과 공유 공간 간의 동선 배치가 원활하다.

다목적성

D1.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용 공간이 있다.

D2.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기기 과 생산 도구가 있다

D3. 이벤트 공간과 관련 편의시설이 있다.

유연성

F1.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가구나 벽체가 있어 변화가 가능

F2.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간 기능을 변경 가능

F3. 공유 공간에서 구획분리가 되지 않은 공간이 있다.

융합성

C1. 업무, 서비스, 커뮤니티의 공간 비율이 고르다.

C2. 평면 배치에서 각 공간의 밀집보다 고른 배치가 있다.

C3. 업무 공간에서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의 배치가 인접

관계성

R1. 동선의 교차 지점에 공유 공간이 있다.

R2. 한번에 30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R3. 유쾌한 교류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30% 이상이다.

O는 1점으로 환산, X는 0점으로 환산

<표 18> 젊은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특성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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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도출한 특성별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공간 특성 그래프의 양식

은 아래 <그림 10> 같이 그려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을 가시화하여 비교 해석

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다.

<그림 10>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 그래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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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적 고찰

본 연구에서 건축 요소적 공간적 고찰과 동시에 입지적 고찰을 하게

된 것은, 선행 연구 중 배철희·김정엽·이현석(2018)이 “코워킹 스페이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구

성과 운영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연구”에서 예비 창업자는 “입지 환

경”이 포함된 “건축 요소”를 중요하게 보았다27)는 점에서 젊은 층의 창

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특성과 입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선주·장성대 (2018)가 수도권의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 경험이

있거나 입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워킹 스페이스 선

택 요인 연구에서 이용자의 선택 요인으로써 작용한 입지 특성으로서 보

여진 주변 환경 요인으로 대중 교통의 편리성, 도로환경, 업무밀집지역

여부, 출퇴근거리, 주변 음식점, 주변 문화·공공시설(주민센터, 시청, 도서

관, 공원)과의 거리를 도출28)한 것을 토대로, 공급자 측면에서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을 도출하고자 입지적 특성의 연구도 동시 진행하

였다.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급자 입장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서울연구원(2019)의 “ 서울시 공유 오피스의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실태 진단” 보고서만 있으며,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중 김선주·장성대(2018)가 연구 결과로 도출한

이용자 측면의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특성의 주변 환경 요인인 도로환

경, 대중교통 편리성, 출퇴근거리, 업무밀집지역, 주변 음식점, 주변 문

27) 배철희·김정엽·이현석, 2018.12, 「코워킹 스페이스의 구성과 운영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부동산 연구, 제 28집 4호 P.23-35

28) 김선주·장성대, 2018.6, 「공간자산을 활용한 코워킹 스페이스 선택 요인」, 부동산

경영 연구, 제 17집, 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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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의 요소와 더불어 서울 연구원(2019)에서 도출

한 서울시 공유 오피스의 입지 특성을 토대로 젊은 층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의 분석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1) 데이터 수집 및 구성

서울시에 위치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에 이용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분 출처 활용

서울시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특성

- 공유 오피스 중개 웹 플

랫폼 네모

- 스페이스 클라우드

- 관련 선행 연구

- 서울연구원 공유오피스

진단보고

서울시 공유오피스 입지

현황 및 공유 오피스 입

지 특성 요인 도출

산업 입지 이론

스타트업 입지 특성

- 관련 선행 연구

- 전통 산업 입지 이론

산업입지이론 분석 및

전통적 오피스 입지 특

성 요인 도출

코워킹 스페이스

새로운 입지 특성

외부 문화·공공공간

입지 영향 여부

- 매거진, 신문기사

- 관련 전문 온라인 업체

- 관련 선행 연구

선정된 특화 산업 공유

오피스 심층 인터뷰 항

목 도출 및 작성

<표 19>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특성 데이터 수집 및 구성 표

2.3.1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를 한정하여 서울시 코워킹 스페이스

의 입지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시의 일반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현황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1



- 40 -

년 11월을 기준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중개 웹 플랫폼인 ‘스페이스클라우

드(SpaceCloud)’와 ‘네모(NEMO)’에 서울시 코워킹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또한 각 회사 코워킹 스페이스의 홈페이지에 제공되

는 위치 정보를 수집해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2021년 11월 기준 서울시에는 251개의 코워킹 스페이스 지점이 확인되

며, 서울시 전역에 퍼져 있는 핫스팟 (Hotspot)지도는 다음과 같이 보여

진다.

<그림 11> 서울시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분포 현황 지도

<그림1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코워킹 스페이스는 대부분 3도심

(GBD, CBD, YBD)의 핵심지역의 역세권 및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고

있다. 입지의 인지도, 건물의 품질, 접근성 등 다양한 입지 요인을 원인

으로 전통적인 업무지구인 강남, 중구 광화문, 여의도 지역이 강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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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및 사업 분포 양상으로

마포구와 성동구등의 지역에서 신흥 업무지구로서 부상 중인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오피스가 분산되고 있는 트렌드를 시사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29) 마포구는 업무지구로서의 인식은 아직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밀레니얼 세대인 청년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최

근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

스의 입지 결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각 권역별 입지 특성 분석에 앞서, 세 권역에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입지 특성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는 지하철역 반경 500m이내 역세권을

선호한다. 이러한 입지전략은 코워킹 스페이스 공급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에서도 나타난다.30)

<그림 12> 서울연구원 코워킹 스페이스 공급 기업 인터뷰 자료

(참고: 서울연구원, 공유 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

둘째,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는 대부분 간선도로에 입지한다. 서울 연

구원의 연구결과 70%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4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3도심 외 기타권역일수록 강해진다.

29) 양재섭, 김정원, 2007, 「서울 대도시권의 기업본사 입지변화와 이전동향 분석:

1990-2003」, 서울도시연구, 8(2), 51-63.

30) 서울연구원, 2019.11 , 공유 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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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권역별 간선도로변에 입지한 코워킹 스페이스 비율‘

(참고: 서울연구원, 공유 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

<그림 14> GBD 강남 업무 지구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분포 지도

서울시 내 지점이 15개 이상으로 분석되는 코워킹 스페이스 브랜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성해본 결과, GBD 즉, 강남업무지구에 위치한 코

워킹 스페이스는 강남역과 삼성역을 이어주는 도로축인, 테헤란로에 위

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림 14>에서와 같이 보여 진다. 이에 수직축으로

도 강남역과 논현역을 잇는 일부 코워킹 스페이스의 분포를 볼 수 있다.

지하철 노선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에 88%, 250m 이내의 역세권에

42%가 밀집된 입지 분포를 볼 수 있었으며, 최근 들어 비역세권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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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기반 산업이 확보되어 있으면 산업 입지를 고려하여 공급하는 추세이

다. 31)

<그림 15> CBD 도심 업무 지구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분포 지도

CBD, 즉, 도심 업무 지구에 위치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분석해 데이터

를 구성해본 결과, <그림 15>에서와 같이 시청과 을지로 입구역 인근에

집중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도심 업무 지구 또한, 지하철 노선 반경

500m이내에 97%, 250m이내에 33%가 밀집한 입지 분포를 볼 수 있었으

며, 랜드마크로 여겨지는 건물에 입지하는 고층·대형 오피스 건물을 선

호하는 입지 특성 양상을 보였다.32)

31) 서울연구원, 2019.11 , 공유 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

32) 서울연구원, 2019.11 , 공유 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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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YBD 여의도 업무 지구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분포 자료

YBD, 즉. 여의도업무지구에 위치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분석해 데이터

를 구성해본 결과, <그림 16>에서와 같이 금융업계에서의 금융업무지구

의 특성과 함께, 6개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분포를 볼 수 있다. 또한 성동

구에서는 예외적인 모습으로 최근 입지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강남권과 더불어 강북의 도심지역과도 접근성이 높아 최근 코워킹 스페

이스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주변에 지식 산업

센터가 많이 입지되어 있으며, 인근에 특화 산업 발달 지역들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을 입지 확장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33)

위와 같이 서울 연구원의 공유 오피스 입지 특성과 입주기업 이용 실

태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서울시의 각 권역별 코워킹 스페이스의

일반적 입지 특성과 김선주·장성대(2018)가 연구 결과로 도출한 이용자

측면의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특성은 아래의 <표 20>과 같이 정리된다.

33) 서울연구원, 2019.11 , “공유 오피스 입지특성과 입주기업 이용 실태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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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특성

교통
도로 환경 간선도로변에 입지

대중교통 편리성 지하철역과 500m 인근에 입지,

건물
랜드마크 건물 랜드마크 건물에 입지

고층 건물 고층 대형 건물에 입지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3도심 업무 밀집지역에 입지

주변 음식점 주변 음식점 및 맛집과 가까운 곳에 입지

동종 산업 인접 지역 주변 동종 산업군과 인접 지역에 입지

주변 문화시설과 거리 주변 유명 문화시설과 인접 지역에 입지

주변 공공시설과 거리 주변 공공시설과 인접 지역에 입지

<표 20>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 요인 분석 표

2.3.2 스타트업의 입지 결정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

스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에 관련된 입지 특성 요인은 도출하여 분석 표

로 정리하였다. 그 이외 항목인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부분은 오피스의 항목 중, 스타트 업과 관련된 “산업 입지 이론”에 밀접

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타트 업의 정의인 “신생 창업기업이며, 창

업 후 10 년 미만이며 제품 생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혁신

적이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34) 이라는 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의 입지 결정의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아래

<표 21>과 같은 스타트업의 입지 특성을 다루고 있었다.

연구 소재 연구자 (년도) 입지 특성

스타트업

입지 특성

박건철 (2017) 수월한 인력수급, 투자 인프라 활용

김보경 (2018)

풍부한 투자 자본, 탄탄한 산업 인프라 기반,

우수한 인력 공급, 높은 기술 수준

대기업과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산학협력)

강호제 (2019) 클러스터 이론의 입지 특성

<표 21> 스타트 업의 입지 특성 선행 연구 조사 표

34) EU startup Monitor 2018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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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 특화형” 항목에서의 입지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 입

지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아래 <표 22>와 같은 산업 입지

결정 특성을 다루고 있었다.

연구 소재 연구자 (년도) 입지 특성

산업 입지

결정 특성

기정훈 (2007)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의 입지 특성

신미경 (2012)
교통 접근성 우수, 시장 접근성 우수, 노동력

수급이 원활, 원자재 획득 용이, 주변 환경

김용철 (2013) 인접 산업 지역, 교통 접근성, 시장 접근성

송정희 (2013)
교통 편리성, 물류 편리성, 인력 확보 용이성,

원자재 획득 용이성, 행정기관 편리성

<표 22> 산업 입지 관련 산업 입지 특성 선행 연구 조사 표

산업 관련 입지 이론 선행 연구를 분석하다 보니, 많은 선행 연구에서

기존의 산업 입지 이론을 활용하여 입지특성을 도출하고 있는 것을 분석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적 산업 입지 이론은 베버

의 공업입지 이론, 클러스터 이론 두 가지를 활용하여 입지 결정 요인을

도출하고 있었으며, 전통적 산업 입지 이론의 입지 결정 요인들은 아래

<표 23>과 같다.

전통적 산업 입지 이론 입지 특성 요인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

지리적 근접성 (원자재 획득 용이)

유사 업종의 집적 이익

노동력 수급이 원활

클러스터 이론

상호 연관된 인접 산업 지리적 집중

우수한 인력 자원 확보 용이

지식 및 기술의 교류가 활발

<표 23> 전통적 산업 입지 이론 입지 특성 선행 연구 조사 표

위와 같이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중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항목에 대한 입지 특성을 분석하

는 입지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분석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항목에 해당하는 입지 요

인을 총 정리하면 아래<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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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특성

교통
대도시 교통의 순환 및 교류가 활발한 입지

교통 편리성 산업 사이클이 활발한 입지

인프라

수월한 인력 수급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한 입지

높은 기술 환경 저렴한 인건비와 지대 확보 입지

산학 연계 지역 주변 대학 및 산업의 연계 가능 입지

동종 산업 인접지 주변 동종 산업군과 인접 지역에 입지

주변 문화시설 인접지 주변 공공·문화시설과 인접 지역에 입지

경제성 탄탄한 산업적 기반 정부기관의 지원 및 산업 경제 기반 입지

<표 24>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항목 입지 요인 분석 표

2.3.3 오피스 입지 패러다임 변화

새로운 입지 특성 요인을 도출해 기존 전통적 방식의 입지 특성 분석

과 더불어 입지 요인을 다양화 하여, 심층 인터뷰의 인터뷰 항목을 구축

하기 위해, 오피스 입지 특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해당 선행 자료로, 국토연구원 강호제 (2014)가 창조 경제 시대의 산업

입지 패러다임 변화와 준산업단지제도를 통한 스마트 규제완화 연구에서

패러다임 변화의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는 “창조 경제 시대“라는 기준점

의 요소를 해석 하여, 시대적 상황, 기술의 발전, 경제 활동 세대의 전환

등의 기준점을 토대로 각 요소별 입지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을 매거진,

뉴스, 기사 등의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입

지 특성 요인을 분석, 정리하였다.

1) 시대적 상황

2020년 코로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

히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 대부분의 시간을 차

지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 및 공간이용행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학교 교

육은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고, 회의, 미팅, 심사 등은 Zoom과 같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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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에서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비대면 활동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으며, 일반 기업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

근무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35)

스마트워크 방식의 도입에 따라 오피스 공간은 언택트 공간으로 전환

되며, 오피스 내부 공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택트 공간

은 실내공간의 밀도를 낮추는 것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사용자 수를 감소

시켜 상호간 거리를 넓히고 대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36) 코로나 전염

병 유행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 장려한

이유도 언택트 실현을 위한 전략이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오피스 공간에서도 내부 공간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 및 입지 요건에 대한 변화도 일어났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야

외 오픈스페이스의 공간 수요가 증가 하면서, 기존에는 오피스 입지 선

택 시 역세권 입지가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오피

스 인근에서 야외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세권’, ‘숲세권’에 들어선 오피

스 빌딩의 경제적 가치가 오피스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다.37) 이에 따라,

거점 오피스 수요의 폭등과 외부 공간에 대한 중요도의 증가로 자연환경

을 향유할 수 있는 입지와 다양한 업무 특화 공간을 갖춘 오피스가 신축

되는 지식산업센터 설계에서도 사례를 볼 수 있다.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 어반322등을 볼 수 있다.

먼저, 한강 프리미어 갤러리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276-5에 입지하고

있으며, 고인돌 공원에 둘러쌓여 있으며, 공원과 연결된 전용 산책로가

마련되어, 숲 속에서 일하는 듯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별화 된 업

무 환경을 위해 실마다 발코니를 계획했으며, 한강 조망권과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또한, 옥상정원, 계단형 테라스, 선큰 중정 등 외부 공간에

대한 고려가 많은 오피스 공간으로 자연친화적인 휴게 공간을 조성한 사

35) 이지현, 변국도, 이수진,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워크에 관한 연구”

36) 김은희,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축정책 방향”, 건축도시공간연구 제 64권 제

08호: 37-40

37) 서동한, 2021, 메일경제 2021년 2월 5일 신문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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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반322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41-1에 입지하고 있으

며, 한강과 안양천을 마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이디어 지식

산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 근무자를 위한 차별화 된 업무환경과 커뮤니

티시설, 휴식과 업무의 밸런스를 고려한 근린 공간을 제공하는 워라밸

(Work-Life Balance)의 오피스 공간으로, 옥상정원과 테라스 정원을 조

성하며, 인근 한강과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구성하는 등 외부

공간에 대한 이용도를 고려한 입지 요건을 갖춘 사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시대적 상황의 기준점에서의 분석에 따라,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입지 요인으로 “주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등의 “야외

문화 공공시설과의 인접성”이 공급자 측면에서 새롭게 고려되고 있는 동

향이 보인다.

2) 기술의 발전

4차 산업의 부흥 이후 네트워크 사회가 더욱 중요시 되면서 도시 및

공간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공간의 역할이 여전히 중

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업무

공간과 생산의 일부 영역은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에, 민영화나 탈

규제 자율화 등 탄력적 운영의 형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적 초월의

성격의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 변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간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며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술 자체가

변화를 도모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근무 공간 형태나 네트워크 기

업 및 대기업의 기업 형태의 변화가 보인다. 세계적으로 런던, 도쿄, 뉴

욕과 같은 대도시에 밀집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위와 같은 생산자

차원에서의 서비스는 다양한 자원과 함께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프

리랜서 형태로 존재하며, 전문화된 노동력에 대한 유동적 업무 및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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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중요해진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오피스공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논

의 되어 왔다. Kutay (1986)는 기술의 발달이 오피스를 분산시키고 중심

지 입지의 중요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보았으며38), Raymand E, Murphy

(2017)는 중심업무지구를 고정된 공간이 아닌 변동 가능한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 Prettenthaler 와 Steininger은 업무공간의 성격이 기술의 발

달과 관련성이 높으며, 오늘날에는 소유에서 공유 및 이용으로 소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오피스 공간의 입지에서도 접근 기반 소비가 고려되

고 있다고 주장했다.39)

또한, 오늘날 업무공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대서비스를 도시의 공공

공간에 있어서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40) 모바일 및 네트워크 기술과 노

동 형태의 변화는 다양한 도시의 공공 공간 및 어메니티를 업무공간에

전유되는 공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 공간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을 찾아가게 되면서 사무실 뿐 아니라 카페, 식

당, 도서관, 공원, 오픈스페이스, 문화복합시설 등 다양한 범위의 공간에

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기술의 발전의 기준점에서의 분석에 따라, 기존 입지 특성

요인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입지 특성 요인의 도출을 하였다.

기존 입지 특성 요인에 대한 변화로는, “업무 중심지의 비교우위는 낮

아 진다”와 “중심 업무 지구의 약화” 라는 입지 특성 변화가 보여졌고,

새로운 입지 특성 요인의 도출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 어메

니티의 활용으로 써 “인근 공공시설과 인근 문화시설의 인접성” 이 새로

38) Kutay, A., 1986, 「Effects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on office location」,

Urban geography, 7(3), 243-257

39) Prettenthaler and Steininger, 1999; 「From ownership to service use lifestyle : the

potential of car sharing, Ecological Economics」, 28(3), 443-453

Bardhi, F. and Exkardt, G. M., 2012, 「Access-based Consumption: The case of car

shar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4), 881-898.

40) Harris, R., 2015, 「The changing nature of the workplace and the future of office

space」, Journal of Property Investment & Finance, 33(5) 4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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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입지 특성 요인으로 새로운 동향으로 보인다.

3) 경제 활동 세대의 전환

통계청의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하는 인

구가 약 1797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3(34.7%)가량을 차지한다

고 한다. MZ세대는 10년 이내 세계 노동인구의 75%를 차지하며 경제활

동과 소비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1)

경제 활동 주세대로 전환될 밀레니얼 세대들은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

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 그 자체 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를 느끼는 “자아실현“이나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지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나타났다.42) 이에 따라 워라밸 (Work-Life

Balance)과 여가를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성이 보여 지고, 단순

히 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업무

형태 및 물리적 업무 환경에 대한 선호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귀속된 업무 공간에 대한 틀 또한 시대적 흐름과 코로나 전

염병 유행으로 인해 흐려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수

요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거점 오피스 운영, 창업 및 스타트업

인원의 증가로 밀레니얼 세대들의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오피스는 더 이상 단순히 업무 공간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밀레니

얼 세대의 자아실현 및 삶과 일의 균형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재인식되

기 시작하면서, 업무 밀집 지구에 대한 업무 공간의 전통적 입지 선택

요인 패러다임과 다르게, 코워킹 스페이스, 라이브 오피스, 멀티 오피스

등의 새로운 점 조직형 업무 공간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조건의 입지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 분양 전부터 많은 수요와 문

의가 있는 서울 지축역에 신축될 예정인 리더플렉스 업체의 관계자는 오

피스 공간은 더 이상 삶과 업무를 구분하여 분리하면 안 되는 공간이며,

하루 중 반 이상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내·외부적 근무 맞춤형 공간이

41) 통계청, 2021, 맥킨지코리아

42) 대학내일 20대연구소, 2020년 7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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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말한다.43)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유연근무 및 개인 기업, 프

리랜서, 스타트업 등 밀레니얼 세대들의 업무 방식에 최적화된 오피스

수가 증폭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를 느끼는 “자아실현’”이나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지적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MZ세

대들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입지 요인 보다 새로운 입지 요인이

점점 크게 작용 할 동향이 보인다.

위와 같이 경제 활동 세대의 전환 기준점에서의 분석에 따라, 새로운

입지 특성 요인이 기존 전통적 입지 특성 요인 보다 점점 더 크게 작용

할 것이라는 동향이 보인다.

이에 따라, 이후 진행할 심층 인터뷰에서 전통적 입지 특성 요인과 더

불어 새로운 입지 특성 요인 또한 함께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세 가지, 시대적 상황, 기술의 발전, 경제 활동 세대의 전환 기준

점에서 입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25>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

에 따른 새로운 입지 특성을 정리 할 수 있다.

분류 새로운 오피스 입지 특성

인프라

주변 문화시설 인접지
주변 공공·문화시설의 입지 요인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업무 밀집 지역
3도심 업무 밀집 지역의 입지 요인이 약화

되고 있다.

동향 기존의 전통적 입지 요인 + 새로운 입지 요인 분석이 필요

<표 25>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입지 특성 분석 표

43) 김태진, 메일경제 2021년 10월 18일 기사, 매경비즈 연구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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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분석

제 1 절 분석 대상 선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 <표 26>과 같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 분석과 입지 특성 분석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다. 공통적으로는 앞선 2장의 이론적 고찰 과정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일반 코워킹 스페이스의 기존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

의 요소 분석 요소 도출을 진행하였다.

이후 서술할 제3장 에서는, 공간 특성 분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점

별 소개글과 도면을 분석의 틀에 맞춰 물리적 분석하였고, 입지 특성 분

석을 위해서 선행 연구 와 서울 연구원 공유 오피스 진단보고서를 토대

로 도출한 입지 특성 요소를 토대로, GIS 데이터와 구글 맵 분석을 통해

인터뷰 항목을 구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분석 자료
산업 특화형 공유 오피

스 공간 특성 분석

산업 특화형 공유 오피

스 입지 특성 분석

수집 자료

지점별 소개글, 도면,

홈페이지, 관련 선행 연

구, 보도자료,

GIS 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카카오맵, 구글맵,

서울 연구원 공유 오피

스 진단보고서

수집 목적

공간 구성 분석,

공간 특성 분석,

프로그램 특성 분석

전통적 산업 입지 이론

분석 및 새로운 입지 요

인 분석을 토대로 심층

인터뷰 진행

<표 26>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분석 수집 자료 및 목적

본 연구에서 건축 요소적 공간적 고찰과 동시에 입지적 고찰을 하게

된 것은, 선행 연구 중 배철희·김정엽·이현석(2018)이 코워킹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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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구

성과 운영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연구에서 예비 창업자는 “입지 환경”

이 포함된 “건축 요소”를 중요하게 보았다44)는 점에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특성과 입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동시

에 진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사례의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으로 구체적 분석 대상

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배경에서 서술한, 최근 코워킹 스페이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현 시점 까지 유지되어, 자료 수집 가능한 곳으로,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분석을 위한 분

석 사례 대상 선정을 위하여, 각 산업별 업종에서 화두가 된 코워킹 스

페이스 수요가 높고,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에 영향력이 큰 대상을 도출

하기 위해, 각종 리서칭 전문 기업의 트렌드 리포트들을 분석해.

Cushman & Wakefiled의 2021 코워킹 스페이스 트렌드 리포트와

Savills Research의 한국 공유 오피스의 코로나 이후 트렌드 리포트와

StartUp Alliance의 코워킹 스페이스 트렌드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 내부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목록을 전수

조사 과정을 통해 해당 분석 대상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술적 가치의 타당성을 고찰하기 위해,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분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표 27>과 같이 살펴 보아,

1) 분석 사례 대상들의 빈도를 측정하여 선행 연구에서 2회 이상을 다

루고 있으며, 2)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3)산업에 특화된 양상

44) 배철희·김정엽·이현석, 2018.12, 「코워킹 스페이스의 구성과 운영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 부동산 연구, 제 28집 4호 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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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소

무신사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 13길 20 현대시티타워

위쿡 서울 종로구 인왕산로 5

을 보이고 있는지 아래의 <표 28>과 같이 파악해,

앞서 도출한 트렌드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목록에

서의 분석 대상 중 사례 분석 연구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며, 사

례 대상지를 간추려 도출했다.

연구자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분석 대상지

김재학 스튜디오블랙, 펩랩 서울, 무중력지대, 위워크 을지로, 청년 허브

최은지 스튜디오블랙, 펩랩 서울, 무신사 스튜디오, 카우 앤 독

전현영 위쿡, 청춘플랫폼,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

최비범 무신사 스튜디오, 패스트파이브, 스테이션 니오

최필주 무신사 스튜디오, 위쿡

백수연
카우 앤 독, 홍합밸리, 무중력지대 G밸리, 루아호, 본2글로벌, 슈퍼

에그플레이스, 라운지위, 아이디어 팩토리

김희재
카우 앤 독, 임팩트 허브, 마루180,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스파크

플러스, 구글 캠퍼스, 위워크 강남, 패스트 파이브

<표 27>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분석 대상지 선행 연구 자료 표

사례 분석

대상지

무신사

스튜디오
위쿡 카우 앤 독

스튜디오

블랙
펩랩

연구 빈도 3 2 3 2 2

창업 공간 O O O O O

산업 특화 패션 F&B 미디어
크리에이터

핀테크
제작, 생산

<표 28>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분석 대상지 선정 검토 표 - 1

마지막으로, 입지적 고찰 과정에서, 새로운 입지 요인 결정 요인 도

출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오피스 입지 이론에 입각하여 공급된 3도심

밀집 지역 인근 이탈 현상이 보이는 새로운 입지 요인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산업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주소지 조사 및 업체 홈페이지

의 설명글을 토대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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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 앤 독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길 20

스튜디오 블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22 홍우2빌딩

펩렙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16-4 세운상가 550호

<표 29>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분석 대상지 선정 검토 표 - 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

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입지적 분석 사례 대상은 아래 <표 30> 과 같다.

업체명 주소 업종 오픈일 빈도

무신사

스튜디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

13길 20 현대 시티 타워
패션 2018. 6 3

위쿡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5 F&B 2019. 1 2

카우 앤 독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

로 2길 20
미디어 2015. 1 3

스튜디오 블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

로 78길 22 홍우2빌딩

크리에

이터
2017. 8 3

펩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16-4 세운상가 550호
제작 2013. 8 2

<표 30>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분석 대상지 목록 표

본 연구에서 공간적, 입지적 분석을 다루기 전, 젊은 층의 창업을 위

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분석 대상지 5곳인 무신사 스튜디

오, 위쿡, 카우 앤 독, 스튜디오 블랙, 팹랩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3.1.1 무신사 스튜디오 (Musinsa Studio)

온라인 패션 전문 사업체인 무신사는 2018년 6월, 동대문 현대시티 아

울렛에 패션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인 “무신사 스튜디오”를 오픈 하

였다. 4개 층을 사용하며, 약 2,200 평 규모에 최대 인원 1,200명을 수용

가능 하며, 업무 공간은 2인실~20인실 등 다양한 크기로 200여 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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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있고, 공용공간에는 회으실, 라운지, 전화부스 등 일반 코워킹 스

페이스가 갖춘 부대시설 외에 패션업에 특화된 부대공간을 다양하게 제

공하고 있다. 의상제작과 수선이 가능한 수선실, 디자인을 의류에 직접

테스트 가능한 프린트룸, 전문 패턴사가 있는 패턴룸, 모델들을 입혀 볼

수 있는 피팅룸과 메이크업룸, 작품 촬영 스튜디오 11개 그리고 물류 창

고, 포장 공간인 패킹존, 택배처리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창작

물을 직접 전시하는 쇼룸과 수선 작업대를 제공하는 워크룸이 있다.

3.1.2 위 쿡 (We-cook)

공유 주방으로 시작해서 식품외식창업 플랫폼으로 성장한 업체인 위쿡

은 2019년 1월,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5에 F&B 특화 코워킹 스페이스

인 “위쿡“을 오픈하였다. 과거 동화면세점 자리였던 공간으로, 총 6개의

층에 100평 16개 작업대를 갖추고 있고, 지하 1층 라운지 공간, 1층 베이

커리 카페, 2층 공유 주방, 3층 개별 주방, 4층 코워킹 스페이스와 5층

촬영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브랜드 컨설팅, 생산 제품 판매 공간 제

공, 촬영 스튜디오 영상 컨텐츠 제작 등의 F&B 특화형 공간과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으며, F&B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메뉴 개발에서부터 다양

한 이벤트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3.1.3 카우 앤 독 (Cow & Dog)

젊은 층의 스타트업, 프리랜서, 1인 사업가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카페형 코워킹 스페이스인 카우 앤 독은 2015년 1월, 서울 성수

동 공장지대에 위치한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길 20에 오픈하였다. 사

회적 기업들이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기획된 공간으

로, 가변적인 가구의 배치와 유동적 공간 구성 형태로 다양한 공간 활용

이 가능하며, 그랜드 스테어를 활용한 공용 공간에서의 네트워킹이 돋보

인다. 최근 미디어 산업이 발달하며, 미디어에 집중된 벤처사업 및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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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 특화형 코워킹 스페

이스로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상이 보이며, 사회의 변화

에 따라 다양한 산업군으로 특화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축하여, 네트

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여 진다.

3.1.4 스튜디오 블랙 (Studio Black)

현대 카드에서 2017년 8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22 홍우2빌

딩에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와 해당 산업 스타트업 에게 최적의 편

의 시설과 서비스를 공유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공급을 시작

한 크리에이터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다. 신산업 사업 성장에 도

움이 되는 편의 시설을 기반으로 현대카드의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

로그램과 구성원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일부 층에서는 현대카드와의

협업 가능성을 토대로, “핀베타“라는 핀테크 산업 특화형 공간을 제공하

며, 크리에이터 산업의 공간으로 공간의 확장이 가능한 모듈형의 스튜디

오와 다양한 전문 장비를 제공하는 특화 업무 공간을 공유한다.

3.1.5 펩 랩 (FabLab)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인 타이드인스티튜트는

2013년 8월 제작, 생산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인 “펩랩 서울”을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4 세운 상가에 오픈하였다. 대한민국 제조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세운 상가에 입지하여, 재료와 전자부품등

원자재의 수급이 용이하며, 내부 공간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메이킹하

는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작, 생산 창업가들

끼리 네트워크를 위한 메이커 워크샵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생산한 제품을 판매와 함께, 시연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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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적 분석

3.2.1 분석의 틀

공간적 분석을 위해 앞선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고찰을 통해 도출

한 요소들을 틀에 도입하여, 작성한 공간적 분석의 틀은 아래와 같다.

CASE # 업체

개요

위치
개관

년도

층수
특화

산업

이미지 평면도 내부 공간 이미지

공간 구성

업무 공간

개별

공동

가상

커뮤니티 공간
휴게

회의

서비스 공간
업무지원

휴게지원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공간 특성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

A1 A2 A3 D1 D2 D3 F1 F2 F3 C1 C2 C3 R1 R2 R3

특화서비스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표 31> 공간적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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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1 업체 무신사 스튜디오 (Musinsa Studio)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

단로 13길 20 현대 시

티 타워

개관

년도
2018년 3월

층수 12층,13층 / 총 2층
특화

산업
패션 인큐베이터 산업

이미지

12층

13층

공간 구성 업무 공간
개별 프라이빗 , 핫데스크, 전용 데스크

공동 워크스페이스

3.2.2 사례별 공간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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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오피스 기본형 : 6인실

쉐어오피스 확장형 : 8인실

가상 포토 온라인 존

커뮤니티 공간
휴게 디자인 라이브러리,

회의 세미나 실,

서비스 공간
업무지원

창고, 사무기기실, 쇼룸

샘플룸, 프린팅룸, 패턴실, 재봉실

메이크업 룸, 피팅룸

휴게지원 로비, 컨시어지, 폰 부스, 캔틴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공간 특성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

A1 A2 A3 D1 D2 D3 F1 F2 F3 C1 C2 C3 R1 R2 R3

O O O O X O X X O X O O O O O

특화서비스

패션 도서 라이브러리, 패턴 제작 서비스제공, 피팅룸 제공, 쇼

룸 제공, 프린팅 서비스 제공, 재봉실, 수선실, 워크룸, 촬영 기

자재 및 촬영 서비스 제공, 포토 그래퍼 상주 서비스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표 32> 사례 1 공간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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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2 업체 위 쿡 (WeCook)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

왕산로5

개관

년도
2019년 1월

층수 지하1층-5층/ 총6층
특화

산업
F&B 인큐베이터 산업

이미지

공간 구성 업무 공간 개별
프라이빗 주방 : 5-11평 키친

프라이빗 오피스 : 3인 ,4인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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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공유 주방 : 100평 규모 16개

오픈 데스크

자율 데스크

가상 -

커뮤니티 공간
휴게 그로서리 스토어, 라운지, 카페

회의 플리마켓, 워크숍, 세미나룸

서비스 공간
업무지원

오피스 라운지, 촬영 스튜디오

개인 캐비닛, 사무기기실, 창고

휴게지원 폰 부스, 샤워실, 플리 마켓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공간 특성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

A1 A2 A3 D1 D2 D3 F1 F2 F3 C1 C2 C3 R1 R2 R3

X O O O O O X X O O O O O O O

특화서비스
브랜드 컨설팅, 그로서리 생산 제품 판매 공간 제공, 촬영 스

튜디오 제공, 영상 컨텐츠 제작 및 컨설팅, F&B 인큐베이팅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표 33> 사례 2 공간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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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3 업체 카우 앤 독 (Cow & Dog)

개요

위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로 2길 20

개관

년도
2015년 1월

층수 1층,2층 / 총 2층
특화

산업

청년 소셜 벤처

일부 미디어 도입

이미지

공간 구성

업무 공간

개별 프라이빗,

공동 멀티 오피스, 오픈형 오피스

가상 -

커뮤니티 공간
휴게 카페, 휴식 라운지

회의 컨퍼런스룸, 미팅룸, 이벤트룸

서비스 공간
업무지원 사무기기실, 개인락커, 메일함,

휴게지원 휴식 라운지, 카페, 폰부스, 샤워실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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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특성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

A1 A2 A3 D1 D2 D3 F1 F2 F3 C1 C2 C3 R1 R2 R3

O O O O X O X X X X O O X X O

특화서비스
런치 데이, 창의적 아이디어 비법 공유 네트워킹, 북클럽, 미디

어 컨퍼런스, 코플소 (코워커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표 34> 사례 3 공간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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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4 업체 스튜디오 블랙 (Studio Black)

개요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

로 78길 22 홍우2빌딩

개관

년도
2017년 8월

층수 8~13층 / 총 6층
특화

산업

크리에이터 인큐베이팅

핀테크 인큐베이팅

이미지

기준층

라운지 10F

루프탑 13F

공간 구성

업무 공간

개별 스튜디오, 핫데스크,

공동 오픈 스튜디오

가상

커뮤니티 공간
휴게 소도서관, 루프탑, 라운지

회의 미팅룸, 테스팅룸, 이벤트홀

서비스 공간
업무지원

창고, 촬영 스튜디오, 메일박스

크리에이터 룸, 핀테크 전략룸

휴게지원 샤워실, 낮잠실, 블랙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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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공간 특성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

A1 A2 A3 D1 D2 D3 F1 F2 F3 C1 C2 C3 R1 R2 R3

O O O O O O O O O X X O O O X

특화서비스
라이프 스타일 클래스, 초빙 연주회, 친목파티, 피크닉, 현대카

드 강연회, 입주자 파티, 해피 아워, 크리에이터스 나잇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표 35> 사례 4 공간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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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5 업체 펩랩 서울 (FabLAB)

개요

위치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4 세운 상가 550호

개관

년도
2013년

층수 5층/ 총 1개층
특화

산업
제작, 생산 스타트업

이미지

공간 구성

업무 공간

개별 -

공동
메이킹 룸, 후가공실, 디자인실

목공룸, CNC룸, 금속가공실,

가상 -

커뮤니티 공간
휴게 전시실, 테라스

회의 메이킹 허브,

서비스 공간
업무지원

운영사무실, 다용도실, 전기제어실

디지털정비룸

휴게지원 인포데스크, 샤워실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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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특성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

A1 A2 A3 D1 D2 D3 F1 F2 F3 C1 C2 C3 R1 R2 R3

X X O O O O X X O O O X O X X

특화서비스
메이커 아카데미, 청소년 메이커 양성 프로젝트, 펩티스트 워

크샵, 전시공간대여, 제작 제품 판매 공간 대여, 메이커스데이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표 36> 사례 5 공간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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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입지적 분석

3.3.1 분석의 틀

입지적 분석을 위해 앞선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적 고찰을 통해 도

출한 입지 특성 요소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특성

교통
도로 환경 간선도로변에 입지

대중교통 편리성 지하철역과 500m 인근에 입지,

건물
랜드마크 건물 랜드마크 건물에 입지

고층 건물 고층 대형 건물에 입지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3도심 업무 밀집지역에 입지

주변 음식점 주변 음식점 및 맛집과 가까운 곳에 입지

동종 산업 인접 지역 주변 동종 산업군과 인접 지역에 입지

주변 문화시설과 거리 주변 유명 문화시설과 인접 지역에 입지

주변 공공시설과 거리 주변 공공시설과 인접 지역에 입지

분류 창업 공간 및 스타트업 입지 특성

교통
대도시 교통의 순환 및 교류가 활발한 입지

교통 편리성 산업 사이클이 활발한 입지

인프라

수월한 인력 수급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한 입지

높은 기술 환경 저렴한 인건비와 지대 확보 입지

산학 연계 지역 주변 대학 및 산업의 연계 가능 입지

동종 산업 인접지 주변 동종 산업군과 인접 지역에 입지

주변 문화시설 인접지 주변 공공·문화시설과 인접 지역에 입지

경제성 탄탄한 산업적 기반 정부기관의 지원 및 산업 경제 기반 입지

분류 새로운 오피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오피스 입지 특성

인프라

주변 문화시설 인접지
주변 공공·문화시설의 입지 요인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업무 밀집 지역
3도심 업무 밀집 지역의 입지 요인이 약화

되고 있다.

동향 기존의 전통적 입지 요인 + 새로운 입지 요인 분석이 필요

<표 37>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입지

특성 도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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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입지 특성 요소를 토대로 인터뷰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아래

<표 38>과 같이 분석의 틀을 작성하여 물리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CASE # 업체명

입지 특성

교통

인접 도로환경

500m 내 지하철 역사 갯수

500m 내 버스 정류장 갯수

건물

입주 건물 층수

입주 건물 준공 연도

입주 건물 랜드마크 여부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여부

동종 산업 인접 여부

산학 연계 지역 여부

500m 내 공공시설의 수

500m 내 문화시설의 수

500m 내 공원녹지의 수

지도

인근 역사 지도 인근 상권 지도 인근 문화 지도

<표 38> 입지 특성 계량적 분석의 틀

구분 인터뷰 주요 질문 인터뷰 주요 답변

기존 입지

이론 관련

새로운

입지 특성

관련

<표 39> 입지 특성 질적 분석의 틀

물리적 분석 이후 도출된 각 사례별 입지 특성에 따라 도출된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성된 각 업체별 인터뷰 항목의 사항은 위의<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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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분석의 틀에 맞춰,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각 업체의 공급기업 및

책임 연구원에 사전 인터뷰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계량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2021년 11월 ~ 12월 초까지 대면/비대면 진행되었

으며, 총 5개의 업체 중 4개의 업체에서 인터뷰 표본을 확보 할 수 있었

다. 1개의 미 확보 표본의 업체는 “스튜디오 블랙”으로, 위 업체는 본 연

구가 진행된 이후에 2021년 하반기에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을 단계적

으로 중단하여, 인터뷰가 불가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미확보 되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은 각 업체의 공급기업 관리자, 운영 실태 조사

담당자 및 대표 책임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제

시하는 해당 사례 코워킹 스페이스 공급시 고려한 전통적 입지 특성 및

새로운 특수 입지 요인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위 전문가

들은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시 고려하는 주변 입지에 대한 현황 및 기

존 입지 특성 및 운영시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입지 등의 입지

특성 관련 계량적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요인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입지 특성의 질적 연구인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 구성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첫 번째는 기존 입지 관련에 관한 질문이며, 이는 해당 사례에 작용된

것으로 계량적 분석에서 보여 지는 입지 결정 요소가 실질적으로 고려된

것인가 살펴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새로운 입지 특성에 관한 질문이며, 이는 해당 사례의 계량

적 분석에서 보여 지는 특별한 입지 요소 및, 앞서 입지적 고찰에서 도

출한 업무 밀집 지역의 약화 여부, 주변 문화 · 공공시설 및 오픈스페이

스의 입지 중요성 강화 등을 살펴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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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사례별 입지적 분석

CASE # 1 업체명 무신사 스튜디오 (Musinsa Studio)

입지 특성

교통

인접 도로환경 보조 간선도로 변

500m 내 지하철 역사 갯수 3

500m 내 버스 정류장 갯수 25

건물

입주 건물 층수 (10층기준) 14 (고층)

입주 건물 준공 연도 1996. 08

입주 건물 랜드마크 여부 현대 시티 타워 (O)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여부 G X C X Y X

동종 산업 인접 여부
O

동대문 패션 산업 단지

산학 연계 지역 여부 X

500m 내 공공시설의 수 1

500m 내 문화시설의 수 1

500m 내 공원녹지의 수 4

지도

인근 역사 지도

인근 상권 지도

인근 문화 지도

<표 40> 사례 1 입지 특성 계량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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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뷰 주요 질문 인터뷰 주요 답변

기존 입지

이론 관련

1. 공급자로써, 본 사업장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상위 3개 항목)

2. 최초로 입지 결정할 때 고

려했던 요인들이 공급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3. 입주 건물이 지역적으로

랜드마크로서 작용하는 것으

로 보여지는데, 공급 이후에

도 입지 결정 요인으로 합당

한가?

4. 동종 산업과의 인접이 가

장 큰 요인으로 보이는데 구

체적인 작용은 어떠한가?

1. 동종업종집적 > 교통편리

성 > 주변 문화 / 지역특수성

2. 동대문의 패션 인프라 특

성상 본 패션 업체 무신사의

기업 인프라와 결합되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3. 현대시티타워는 패션 판매

시장인 패션아울렛이 구축되

어있어 인근시장이 입지 결정

요인으로도 합당했다고 판단.

4. 동종 산업 인접이 무신사

스튜디오 입지 특성의 모든

것이다. 동종업종집적. 패션인

프라 지역. 인근시장, 패션 문

화시설인근 등의 입지 결정

요인 모두가 동종 산업 인접

에서 기반 된 고려사항.

새로운

입지 특성

관련

1. 인근 업무 밀집 지역인

CBD에서 벗어난 곳에 입지

공급을 계획하였는데, 이보다

중요하게 고려된 입지 결정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 최근, 주변 문화·공공 시

설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질적 고

려요인으로 현 사업장에서 입

지결정특성으로 보여 지는가?

(입지 중요도 판단의 지표)

1. 패션 업계 특성상 업무 밀

집 지역 보다 동종업종과의

네트워킹 및 판매/공급 시장

확보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디자인과 같은 크리에이팅 아

이디어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

밀집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DDP, 동대문 역사 문화 공

원 및 주변 문화시설도 매우

크게 작용한다. 일일방문객의

대부분은 주변 문화시설 방문

을 통해 유입되는 양상이다.

입지요소로 충분히 작용.

<표 41> 사례 1 입지 특성 질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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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2 업체명 위쿡 (WeCook)

입지 특성

교통

인접 도로환경 주 간선도로 변

500m 내 지하철 역사 갯수 1

500m 내 버스 정류장 갯수 20

건물

입주 건물 층수 (10층기준) 3 (저층)

입주 건물 준공 연도 2013. 03

입주 건물 랜드마크 여부 자체 건물 (X)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여부 G X C O Y X

동종 산업 인접 여부
O

세종 음식 문화거리

산학 연계 지역 여부 X

500m 내 공공시설의 수 2

500m 내 문화시설의 수 4

500m 내 공원녹지의 수 5

지도

인근 역사 지도

인근 상권 지도

인근 문화 지도

<표 42> 사례 2 입지 특성 계량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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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뷰 주요 질문 인터뷰 주요 답변

기존 입지

이론 관련

1. 공급자로써, 본 사업장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상위 3개 항목)

2. 최초로 입지 결정할 때 고

려했던 요인들이 공급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3. 자체 건물을 활용하여 운

영하고 있는데, 이는 고층 프

라임 오피스 건물에 입주가

아닌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장점인가?

4. 동종 산업과의 인접이 가

장 큰 요인으로 보이는데 구

체적인 작용은 어떠한가?

1. 인근시장 > 문화시설 >교

통편리성

2. 최근 문화시설로 인한 유

입이 더 많아지며, 공간의 소

비행태가 달라지면서, 일일 방

문객이 더 많아, 최초 고려한

형태와 다른 양상으로 작용.

3. 자체 건물을 활용해, 인터

넷을 통한 공간의 시각적 소

비가 더 많아진 것으로 마케

팅의 효과가 있어 더 장점.

4. 인근시장이 확보되어, 식

료품 공급이 원활해 좋으며,

최근 배달음식 수요증가로 인

한, 단기 입주 업체가 많아진

것도 동종 산업 인접으로 용

이한 공급/수요를 원인 판단.

새로운

입지 특성

관련

1. 인근 업무 밀집 지역인

CBD에 인접한 입지 공급을

계획하였는데, 사업장 공급 계

획시, 입지 결정 요인으로 얼

마나 중요하게 작용하였는가?

2. 최근, 주변 문화·공공 시

설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질적 고

려요인으로 현 사업장에서 입

지결정특성으로 보여 지는가?

(입지 중요도 판단의 지표)

1. 실질적으로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 자체 건

물을 활용한 점과 비슷한 맥

락으로, 사업장 공급에 오히려

업무 밀집 지역이 아닌 곳이

크게 장점으로 작용. 업무 밀

집 지역이 입지 결정 요소로

약화 된다고 생각

2. 최근, 일일 방문객 및 미

디어사업을 위한 쿠킹 필름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한 사

람들은 대부분 문화시설로 유

입된다. 앞으로 공급 계획시,

입지 결정 요소로 크게 작용

될 가능성이 크다 판단된다.

<표 43> 사례 2 입지 특성 질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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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3 업체명 카우 앤 독 (Cow & Dog)

입지 특성

교통

인접 도로환경 보조 간선도로 변

500m 내 지하철 역사 갯수 2

500m 내 버스 정류장 갯수 34

건물

입주 건물 층수 (10층기준) 4 (저층)

입주 건물 준공 연도 1973. 08

입주 건물 랜드마크 여부 카우앤독빌딩 (X)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여부 G X C X Y X

동종 산업 인접 여부
O

스타트업, 벤처사업

산학 연계 지역 여부 X

500m 내 공공시설의 수 1

500m 내 문화시설의 수 1

500m 내 공원녹지의 수 2

지도

인근 역사 지도

인근 상권 지도

인근 문화 지도

<표 44> 사례 3 입지 특성 계량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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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뷰 주요 질문 인터뷰 주요 답변

기존 입지

이론 관련

1. 공급자로써, 본 사업장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상위 3개 항목)

2. 최초로 입지 결정할 때 고

려했던 요인들이 공급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3. 자체 건물을 활용하여 운

영하고 있는데, 이는 고층 프

라임 오피스 건물에 입주가

아닌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장점인가?

4. 기존 업무 밀집 지역이 아

닌, 성동구에 입지를 선택한

요인은 무엇인가?

1. 교통접근성 > 동종업종집

적> 서울숲 인근 입지

2. 꾸준한 매출과, 유지가 되

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 분석

이 타당하며, 작용되고 있다.

3. 주 타켓이 스타트업이다

보니, 젊은 층이 많아, 공간

소비 행태에 있어서, 일반적

건물 보다 카페형 코워킹 스

페이스로 자체 건물이 장점.

4. 성동구는 강남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높으며,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의 도심권과 접근

성이 높아 선택했으며, 스타트

업 코워킹 스페이스 특성상,

성동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많

이 입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성

동구를 선택하였다.

새로운

입지 특성

관련

1. 인근 업무 밀집 지역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공

급 계획 시, 업무 밀집 지역이

입지 결정 요인으로 얼마나

중요하다 생각하는가?

2. 최근, 주변 문화·공공 시

설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질적 고

려요인으로 현 사업장에서 입

지결정특성으로 보여 지는가?

(입지 중요도 판단의 지표)

1. 업무 밀집 지역 보다 실질

적인 인근 산업과의 연계성이

더 중요하다 생각된다. 본 업

체 또한 소셜벤처나 청년벤처

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업체로,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분포

했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

2. 카페형 운영체제 코워킹 스

페이스인 부분에서 주변, 서울

숲에 대한 수요로 일일 이용

자들의 방문을 도모한 것도

있다. 코로나 이후, 차후 공급

입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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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사례 3 입지 특성 질적 분석 결과 표

CASE # 4 업체명 스튜디오 블랙 (Studio Black)

입지 특성

교통

인접 도로환경 보조 간선도로 변

500m 내 지하철 역사 갯수 2

500m 내 버스 정류장 갯수 41

건물

입주 건물 층수 (10층기준) 12 (고층)

입주 건물 준공 연도 1973. 08

입주 건물 랜드마크 여부 홍우2빌딩 (X)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여부 G O C X Y X

동종 산업 인접 여부
O

크리에이터, 핀테크

산학 연계 지역 여부 X

500m 내 공공시설의 수 0

500m 내 문화시설의 수 1

500m 내 공원녹지의 수 3

지도

인근 역사 지도

인근 상권 지도

인근 문화 지도

<표 46> 사례 4 입지 특성 계량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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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5 업체명 펩랩 서울 (FapLap)

입지 특성

교통

인접 도로환경 보조 간선도로 변

500m 내 지하철 역사 갯수 5

500m 내 버스 정류장 갯수 23

건물

입주 건물 층수 (10층기준) 5 (저층)

입주 건물 준공 연도 1970. 02

입주 건물 랜드마크 여부 세운상가 (O)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여부 G X C O Y X

동종 산업 인접 여부
O

제조 생태계/ 생산 시장

산학 연계 지역 여부 X

500m 내 공공시설의 수 0

500m 내 문화시설의 수 2

500m 내 공원녹지의 수 4

지도

인근 역사 지도

인근 상권 지도

인근 문화 지도

<표 47> 사례 5 입지 특성 계량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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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뷰 주요 질문 인터뷰 주요 답변

기존 입지

이론 관련

1. 공급자로써, 본 사업장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상위 3개 항목)

2. 최초로 입지 결정할 때 고

려했던 요인들이 공급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3. 입주 건물이 지역적으로

랜드마크로서 작용하는 것으

로 보여지는데, 공급 이후에

도 입지 결정 요인으로 합당

한가?

4. 동종 산업과의 인접이 가

장 큰 요인으로 보이는데 구

체적인 작용은 어떠한가?

1. 동종업종집적 > 랜드마크

건물 > 인근시장

2. 제작, 생산 산업 특성상

원자재 공급 및 시장확보가

중요한데 매우 크게 작용된다.

3. 상위권 입지 결정 요인으

로, 풍부한 제조인프라와 장인

들이 세운상가를 대표하며, 매

우 합당한 결정 요인이다.

4. 인근 방산시장등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며, 세운상가의

제조 생태계는 상위 입지 결

정요인으로 고려된 만큼 매우

크게 작용되며, 이용자들이 더

많이 본 업체를 수요 하는 주

요 요인으로 작용된다. 전 세

계 팹랩 중 입지 제일 좋다.

새로운

입지 특성

관련

1. 인근 업무 밀집 지역인

CBD에 인접한 입지 공급을

계획하였는데, 사업장 공급 계

획시, 입지 결정 요인으로 얼

마나 중요하게 작용하였는가?

2. 최근, 주변 문화·공공 시

설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질적 고

려요인으로 현 사업장에서 입

지결정특성으로 보여 지는가?

(입지 중요도 판단의 지표)

1. 업무 밀집 지역으로써

CBD를 선택한 것 보다는, 세

운상가 라는 곳을 선택한 것

이 더 큰데, 세운상가가 CBD

에 위치한 기존 입지 결정 요

인은 자연스레 작용된 수준이

라고 생각한다.

2. 청계천에 대한 수요로, 메

이커스페이스 및 일일프로그

램 차원에서의 수요를 확보하

는 요인이긴 하나, 주요한 입

지 결정 특성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표 48> 사례 5 입지 특성 질적 분석 결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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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해석

제 1 절 공간적 해석

4.1.1 공간 구성 해석

본 연구에서는 3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의 공간 구성을 해석 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도출하였다. 코워킹 스페

이스의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x,y 축은 2장에서 도출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 가치와 프란시스 더피의 업무 공간 형태 그래프45)를 토

대로 도출한 자율성과 상호작용성으로 설정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

간 구성 요소인, 커뮤니티 공간, 업무 공간, 서비스 공간을 분석하였다.

본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원의 크기는 각 업무 공간, 서비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평면 구성에

서 프로그램 배치의 구성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원의 위치는 자율성과 상호 작용성을 기준으로 기존의 프란시스 더피

의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작용성은 개인의 접목 정도와 집단의 접목 정

도의 빈도에 따라 위치를 상,하로 배치하며, 자율성은 공간의 개방성과

프라이버시 활용도의 정도에 따라 좌,우로 배치한다.

또한 세 원의 교집합 부분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업무 공간, 서비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인접도와 비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집합의 크기

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공간 구성 인접성을 판단한다. 세 개의

교집합이 생성되면 上, 두 개의 교집합이 생성되면 中, 한 개의 교집합이

없으면 下로 해석한다.

45) Francis, P. Duffy (1997) “The New Office”, Conran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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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해석

CASE 1

1. 업무공간 > 커뮤니티

공간 > 서비스공간

2. 업무 공간 : 개방성 높

은 그룹 공간이 다수

커뮤니티 공간 : 개방성

이 낮은 그룹공간이 다수

서비스 공간 : 개방성 높

은 개인 공간이 다수

3. 세 공간의 인접성 中

CASE 2

1. 업무공간 = 커뮤니티

공간 = 서비스공간

2. 업무 공간 : 개방성 높

은 그룹 공간이 다수

커뮤니티 공간 : 개방성

애매한 개인/그룹 혼재

서비스 공간 : 개방성 높

은 개인 공간이 다수

3. 세 공간의 인접성 上

CASE 3

1. 커뮤니티공간 = 서비

스공간 > 업무공간

2. 업무 공간 : 개방성 낮

은 개인 공간이 다수

커뮤니티 공간 : 개방성

높은 그룹 공간이 다수

서비스 공간: 개방성 높

은 개인 공간이 다수

3. 세 공간의 인접성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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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1. 커뮤니티 공간 ≧ 업

무 공간 > 서비스 공간

2. 업무 공간 : 개방성 애

매한 개인/그룹 혼재

커뮤니티 공간 : 개방성

높은 그룹 공간이 다수

서비스 공간 : 개방성 높

은 개인 공간이 다수

3. 세 공간의 인접성 下

CASE 5

1. 업무 공간 > 커뮤니티

공간 > 서비스 공간

2. 업무 공간 : 개방성 애

매한 개인/그룹 혼재

커뮤니티 공간 : 개방성

높은 그룹 공간이 다수

서비스 공간 : 개방성 애

매한 개인 공간 다수

3. 세 공간의 인접성 中

<표 49> 사례 별 공간 구상 다이어그램 해석 표

위의 각 사례 별 공간 구상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종합하여 도출한 젊

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상 다이어

그램은 아래 <그림 17>과 같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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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

이스 공간 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구성을 이루고 있는

업무공간, 서비스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업무 공간 = 커뮤니티 공간 >

서비스 공간 순으로 평면 구성에서 프로그램 배치의 구성의 비율을 보였

으며, 이는 선행 연구 중 최비범, 윤재은 (2019)이 도출한 코워킹 스페이

스의 국내외 실내 공간 구성의 비중 연구에서 도출한 업무공간과 커뮤니

티 공간의 비중이 비슷하며 지원 서비스 공간을 최소화한 해외의 코워킹

스페이스 실내 공간 구성의 비중 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

를 통해, 새롭게 국내에 보여 지는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비중은 기존의 국내의 실내 공간 구성 비중 양상이었던, 업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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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 순의 실내 공간 구성의 비중과는 다르게 세

계적인 흐름과 동향을 따라가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해석된다.

둘째,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

성 중, 업무 공간에서는 개방성이 애매한 형태의 공간이 많으며, 공동 업

무 시설과 개인 업무 시설이 비슷한 형태로 혼재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구성에 대해서 다양한 업무 공간

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있기에, 범용적인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급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업무, 휴게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보여지며, 개방성이 낮거나, 높은 공간의 형태 모두 다 보여

지며, 양단으로 이분화되어 명확히 나눠지는 모습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공간 분배에 따라,

명확한 공간의 형태로 공동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공급되는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서비스 공간에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형태의 개방성이 높은 업무 지원

형, 휴게 지원형 서비스 공간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기본 핵심 가치를 보여 주며, 업

무 공간을 뒷받침하며, 휴게 또한 지원하는, 일과 학습 그리고 휴식이 어

우러지는 융합적 특성으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로 해석된다.

셋째,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업무 공

간,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 공간의 세 공간의 인접성은 교집합이 세 개가

보여 지며, 그 영역이 큰 걸로 분석되며, 이는 세 공간의 연결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이 공간은 네트워크 관계가 깊게 유지되며, 정보의 순

환과 공간의 순환이 지속되는 창조 혁신의 장으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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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해석

CASE 1

1. 접근성 : 내부로 들어

왔을 때 공간의 시야가

트여 있고, 공간의 배치

방식이 접근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

2. 관계성: 동선의 교차

지점에 공유 공간이 있

고, 한번에 다수를 수용

할 수 있는 큰 공유 공간

이 있는 특성

CASE 2

1. 융합성 : 업무, 서비스,

커뮤니티의 공간 비율이

고르며, 평면 배치에서

각 공간의 밀집보다 고른

배치가 있는 특성

2. 관계성: 동선의 교차

지점에 공유 공간이 있

고, 한번에 다수를 수용

할 수 있는 큰 공유 공간

이 있는 특성

3. 다목적성 : 이벤트 공

간과 다양하게 사용할 수

4.1.2 공간 특성 해석

본 연구에서는 3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의 공간 특성을 해석 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도출하였다. 코워킹 스페

이스의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5축은 2장에서 도출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을 토대로 각각,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으로 설정하여, 오각형의 바깥으로 갈수록 그 축의 성향이 강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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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업무지원 공간과 사

무기기와 생산도구가 있

는 실들이 특성

CASE 3

1. 접근성 : 내부로 들어

왔을 때 공간의 시야가

트여 있고, 공간의 배치

방식이 접근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

CASE 4

1. 접근성 : 내부로 들어

왔을 때 공간의 시야가

트여 있고, 공간의 배치

방식이 접근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

2. 다목적성 : 이벤트 공

간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지원 공간과 사

무기기와 생산도구가 있

는 실들이 특성

3. 유연성 :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가구나 벽체가

있어 변화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공

간 기능을 변경 가능하

고, 공유 공간에서 구획

분리가 되지 않은 공간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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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1, 다목적성 : 이벤트 공

간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지원 공간과 사

무기기와 생산도구가 있

는 실들이 특성

<표 50> 사례 별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해석 표

위의 각 사례 별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종합하여 도출한 젊

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 다이어

그램은 아래 <그림 18>과 같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특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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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특성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

A1 A2 A3 D1 D2 D3 F1 F2 F3 C1 C2 C3 R1 R2 R3

3 4 5 5 4 4 1 1 4 3 4 4 4 3 3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

이스 공간 특성은 다응과 같다. 총 5개의 공간 특성인,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중 접근성과 다목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공간 특성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공간 분석의 틀에 작성해둔 체크

리스트의 결과는 아래 <표 50>과 같다.

<표 51> 공간 특성 체크리스트 해석 표

접근성의 항목 중 가장 높게 나왔던, A3는 사적 공간과 공유 공간 간

의 동선 배치가 원활하며, 차순으로 높게 나왔던, A2는 공간의 배치 방

식이 접근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A1은 내부로 들어 왔을 EO

시야가 트여 있다는 것으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가 접근성이 높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다목적성의 항목 중 가장 높게 나왔던, D1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용

공간이 있으며, 차순으로 높게 나왔던, D2는 사용 할 수 있는 사무기기

와 생산 도구를 지원하는 다목적의 공용공간이 있으며, D3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벤트 공간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으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가 다목적성이 높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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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1 2 3 4 5

입지 특성

교통

인접 도로환경 (간선도로) 보 주 보 보 보

500m 내 지하철 역사 갯수 3 1 1 2 5

500m 내 버스 정류장 갯수 25 20 34 41 23

건물

입주 건물 층수 (10층기준) 고 저 저 고 저

입주 건물 준공 연도

(2000년 기준)
전 후 전 전 전

입주 건물 랜드마크 여부 O X X X O

인프라

업무 밀집 지역 여부 G 1 C 2 Y -

동종 산업 인접 여부 O O O O O

산학 연계 지역 여부 X X X X X

500m 내 공공시설의 수 1 2 1 0 0

500m 내 문화시설의 수 1 4 1 1 2

500m 내 공원녹지의 수 4 5 2 3 4

제 2 절 입지적 해석

4.2.1 계량적 분석 해석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의 입지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입지 특성을 토

대로 3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

을 해석 할 수 있는 입지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1>과 같다.

<표 52> 사례 별 입지 특성의 계량적 분석 표

입지 특성 요인은 크게 교통, 건물, 인프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항목 별로 도출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

은 다음과 같다. 교통 측면에서의 입지 특성에서는 인접 도로환경이 모

두 간선도로 였으며, 주로 보조 간선도로에 인접하며, 500m 내 지하철

역사는 평균적으로 2.4개가 있으며. 또한, 500m 내 버스 정류장은 평균

적으로 28.6개가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입지 요인 중 교통의 편리성이

라는 항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주 건물 측면에서의 입지 특성에서는 입주 건물의 층수가 10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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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부분 저층인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 건물의 준공 연도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전에 지어진 건물에 많이 입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물의 리모델링 혹은 기존의 건물의 용도 변경 등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입주 건물의 랜드마크 여부에서는 2

개의 업체가 랜드마크 건물에 입주하고 있었고, 3개의 업체는 랜드마크

건물이 아닌, 자체 회사의 사옥 혹은 프라임 오피스에 입주 하고 있었다.

랜드마크 건물에 입주한 경우에는 산업의 특성이 확실하여, 인근 시장

혹은 해당 산업 인프라가 명확한 랜드마크의 건물에 입주하는 양상을 보

였고, 랜드마크 건물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회사의 사옥을 통

해 마케팅과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의 산업적 특성을 이용해 방문을 도모

하는 양상으로 입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인프라 측면에서의 입지 특성에서는 업무 밀집 지역 인접 여부 측면에

서 2개의 업체는 CBD 도심 업무 지구 근처에 입지하며, 1개의 업체는

GBD 강남 업무 지구에 입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의 업체는 이탈 양

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업무

밀집 지역 내에 입지하는 특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들이 고

려된 이탈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동종 산업 인접

여부 측면에서 모든 업체가 동종 산업에 인접하고 있었으며, 이는 산업

특화 코워킹 스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입지 특성 중 하나로 명확하게 보

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학 연계 지역 여부 측면에서는 모든 업체가 연

계 지역에 있지 않았으며, 이는 기존의 스타트업의 입지 특성과 다르게

산업 특화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측면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공급자 측면에서의 입지 결정 요인으로는 낮게 작용한다고 해석된다.

새로운 입지 결정 요인으로 입지 결정 패러다임 항목으로 분석하게

된, 인근 공공시설, 문화시설, 오픈스페이스 인프라 측면에서의 입지 특

성은 다음과 같다. 500m 이내 공공시설의 수는 0.8개가 있었으며, 문화

시설의 수는 1.8개가 있었고,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의 수는 3.6개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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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터뷰 주요 질문 인터뷰 주요 답변

기존 입지

이론 관련

1. 공급자로써, 본 사업장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지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상위 3개 항목)

동종업종집적 >교통편리성 >

주변 문화 / 지역특수성

인근시장 > 인근문화시설 >

교통편리성

교통편리성 >동종업종집적 >

주변 오픈스페이스

동종업종집적 > 입주건물 >

인근시장

2. 최초로 입지 결정할 때 고

려했던 요인들이 공급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O

X

O

O

새로운

입지 특성

관련

1. 인근 업무 밀집 지역에 입

지하는 것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면 제일 큰 다

른 중요 요인은?

X / 동종업종집적

X / 동종업종집적, 건물선택

△ / 중요 + 동종업종집적

O / 중요

2. 최근, 주변 문화·공공 시

설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자 측

면에서 실질적 고려요인으로

O

O

4.3.2 질적 분석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입지 특성

관련 계량적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요인과 동향을 파악하는데 실

질적인 특성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질적 분석의 수집을 위해 진행한

각 업체의 공통된 인터뷰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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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가능하다 생각하는가?

O / 카페형 코워킹 스페이스

X / 중요 단계 수준 아님

<표 53> 사례 별 입지 특성의 인터뷰 분석 종합 표

위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

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의 질적 분석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러 보고

서 및 연구, 전통적 산업 입지 이론 등을 살펴 본 2장의 입지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한 기존 입지 특성 관련 인터뷰 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본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

스의 입지 결정 요인 들을 인근 동종업종집적, 교통편리성, 인근 시장,

인근 문화시설, 지역 특수성, 입주 건물 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중

동종업종집적의 여부에 대한 기존 입지 특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통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에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초반에 고려한 입지 결정 요인들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급 이후

에도 원활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 해당 결정 요인들의 정확성

을 판단할 수 있었고, 원활히 작용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주변 문화시설

의 인지도 증가로 인한 우연한 유입 증가로, 주변 문화시설에 대한 고찰

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기존의 오피스 입지 결정 요인에 기반해 구축된 업무 집중 지구에서 벗

어난 양상을 보이 던 업체의 인터뷰에서는 “성동구는 강남권과의 교통접

근성이 높으며,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의 도심권과 접근성이 높아 선택

했으며,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 특성상, 성동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많

이 입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성동구를 선택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업무 집중 지구 외에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

다. 또한, 입주 건물에 대해서도 자체 건물을 건설해 젊은 층의 공간 소

비 행태 및 공간 마케팅이 기존의 랜드마크 건물을 선택하는 입주 건물

측면에서의 입지 특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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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거진, 트렌드 리포트 등을 통해 파악한 새로운 입지 패러다임

변화에서 도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입지 특성 관련 인터뷰 에

서는, 첫째, 업무 밀집 지역의 입지 여부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여 지고 있는 추이를 확인했

다. 이 부분에서도, 업무 밀집 지역 외에 가장 중요한 입지 특성 요인으

로 동종업종의 집적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최근, 주변 문화·공공 시설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 실질적 고려요인으로써 주변 문화시설, 공공시

설, 오픈스페이스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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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업무공간의 공유와 이용자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오피스

시장에 변화를 보여주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새롭게 유형화하고, 그 중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특성과 프로그램 특성의 분석

을 통해, 건축적 관점에서의 내부 공간을 해석하며, 기존의 오피스 전통

적 입지 요인 과 새로운 입지 특성의 도출을 통해, 도시적 관점에서의

입지 요인 분석을 해석하여, 젊은 층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공유 오

피스의 도시 · 건축 통합적 특성 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에 앞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일반적 고찰 과정을 통해, 코워킹 스

페이스의 유형화를 먼저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차별화 전략” 이라

는 분류기준을 토대로 공간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류하면, 현재

차별화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 구분은 산업 특화형, 서비스 특화형,

대상고객 특화형, 상업 특화형 으로 새롭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고찰 과정을 통해, 코워킹 스페이

스의 핵심 가치, 공간 구성, 공간 특성을 도출하였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핵심 가치관은 협력(Collaboration), 공동체(Community), 개방성

(Openness), 접근성 (Accessi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5가지

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협업을 기반으로, 물리적, 경제적으

로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접근성과 개방 공간에서 개인업무나 공동 업

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높이

는 창조혁신의 장으로 공간의 가치를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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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은 업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 공간

으로 구성되며, 업무 공간에는 개별 업무 공간, 공동 업무 공간, 가상 업

무 공간이 포함되며, 커뮤니티 공간에는 휴게 공간과 회의 공간으로 포

함된다. 서비스 공간에는 업무 지원 서비스 공간과 휴게 지원 서비스 공

간으로 포함된다.

도출한 공간 구성을 토대로, 전통적 오피스의 공간 구성 형태의 틀인

프란시스 더피의 다이어그램 에 입각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분석의 틀로 활용될 일, 학습, 휴식의 융합적 성격이 보여지는 새로운 코

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다이어그램을 제작하였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은 접근성, 관계성, 유연성, 융합성, 다목

적성으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 하였으며, 위에서 도출한 특성별

공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후 진행될 코워킹 스페이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오각형의 공간 특성 그래프에 대입하여,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특성을 가시화하여 비교 해석 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적 고찰 과정을 통해, 전통적 입지

특성과 새롭게 보여 지는 입지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전통적 입지 특성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 도출과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이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인 부분을 토대로, 스타트업의 입지 특성을 도출하여 결합하였다. 새롭게

보여 지는 입지 특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입지 패러다임 변화의 기준으

로 선행 연구에서 서술하고 있는 “창조 경제 시대“라는 기준점의 요소를

해석 하여, 시대적 상황, 기술의 발전, 경제 활동 세대의 전환 등의 기준

점을 토대로 각 요소별 입지 패러다임 변화의 양상을 매거진, 뉴스, 기사

등의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입지 특성 요

인을 분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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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앞서 구축한 공간적 분석의 틀과 입지적 분석의 틀을 토대

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구체적 사례의 대상

으로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으로 구체적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배경에서 서술한, 최근 코워킹 스페이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현 시점 까지 유지되어, 자료 수집 가능한 곳으로,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 업종에서 화두

가 된 코워킹 스페이스 수요가 높은 곳으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곳

으로서, 새로운 산업 형태를 고찰 할 수 있는 곳을 통계청 자료와 전문

리서칭 기업의 트렌드 리포트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선행 연

구 자료에서 다수 노출된 빈도가 높은 사례들을 수치화 하여 대상을 산

업 특화형 연구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재평가하며, 새로운 입지 요인

결정 요인 도출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오피스 입지 이론에 입각하여 공

급된 3도심 밀집 지역 인근 이탈 현상이 보이는 새로운 입지 요인 특성

이 드러날 수 있는 산업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위

와 같은 선정 과정을 토대로, 무신사 스튜디오, 위쿡, 카우 앤 독, 스튜디

오 블랙, 펩랩 5곳을 선정하여 공간적 분석과, 입지적 분석을 진행하였

다.

분석한 결과, 젊은 층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적 ,

입지적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먼저 공간적 해석으로는, 공간

구성 해석과 공간 특성 해석의 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구성을 이루고 있

는 업무공간, 서비스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업무 공간 = 커뮤니티 공간

> 서비스 공간 순으로 평면 구성에서 프로그램 배치의 구성의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선행 연구 중 최비범, 윤재은 (2019)이 도출한 코워킹 스

페이스의 국내외 실내 공간 구성의 비중 연구에서 도출한 업무공간과 커

뮤니티 공간의 비중이 비슷하며 지원 서비스 공간을 최소화한 해외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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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스페이스 실내 공간 구성의 비중 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다. 이를 통해, 새롭게 국내에 보여 지는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성 비중은 기존의 국내의 실내 공간 구성 비중 양상이었던, 업무

공간, 서비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 순의 실내 공간 구성의 비중과는 다르

게 세계적인 흐름과 동향을 따라가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해석된다.

둘째,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 구

성 중, 업무 공간에서는 개방성이 애매한 형태의 공간이 많으며, 공동 업

무 시설과 개인 업무 시설이 비슷한 형태로 혼재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구성에서 다양한 업무 공간에 대

한 이용자의 요구가 있기에, 범용적인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업무, 휴게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보여지며, 개방성이 낮거나, 높은 공간의 형태 모두 다 보여

지며, 양단으로 이분화되어 명확히 나눠지는 모습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공간 분배에 따라,

명확한 공간의 형태로 공동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공급되는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서비스 공간에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형태의 개방성이 높은 업무 지원

형, 휴게 지원형 서비스 공간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기본 핵심 가치를 보여 주며, 업

무 공간을 뒷받침하며, 휴게 또한 지원하는, 일과 학습 그리고 휴식이 어

우러지는 융합적 특성으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로 해석된다.

셋째,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업무 공

간, 커뮤니티 공간, 서비스 공간의 세 공간의 인접성은 교집합이 세 개가

보여 지며, 그 영역이 큰 걸로 분석되며, 이는 세 공간의 연결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이 공간은 네트워크 관계가 깊게 유지되며, 정보의 순

환과 공간의 순환이 지속되는 창조 혁신의 장으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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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

워킹 스페이스 공간 특성은 다응과 같다. 총 5개의 공간 특성인, 접근성,

다목적성, 유연성, 융합성, 관계성중 접근성과 다목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접근성의 항목 중 가장 높게 나왔던, A3는 사적 공간과

공유 공간 간의 동선 배치가 원활하며, 차순으로 높게 나왔던, A2는 공

간의 배치 방식이 접근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A1은 내부로

들어 왔을 EO 시야가 트여 있다는 것으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가 접근성이 높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다목적성의 항목 중 가장 높게 나왔던, D1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용

공간이 있으며, 차순으로 높게 나왔던, D2는 사용 할 수 있는 사무기기

와 생산 도구를 지원하는 다목적의 공용공간이 있으며, D3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벤트 공간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으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가 다목적성이 높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후 진행된, 입지적 해석으로는 계량적 특성 해석과 질적 특성해석

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계량적 특성 해석으로는, 입지 특성 요인은 크게 교통, 건물, 인

프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항목 별로 도출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

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교통 측면에서의 입지

특성에서는 인접 도로환경이 모두 간선도로 였으며, 주로 보조 간선도로

에 인접하며, 500m 내 지하철 역사는 평균적으로 2.4개가 있으며. 또한,

500m 내 버스 정류장은 평균적으로 28.6개가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 입

지 요인 중 교통의 편리성이라는 항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입주 건물 측면에서의 입지 특성에서는 입주 건물의 층수가 10층 기준

으로 대부분 저층인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 건물의 준공 연도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전에 지어진 건물에 많이 입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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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리모델링 혹은 기존의 건물의 용도 변경 등으로 코워킹 스페이스

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입주 건물의 랜드마크 여부에서는 2

개의 업체가 랜드마크 건물에 입주하고 있었고, 3개의 업체는 랜드마크

건물이 아닌, 자체 회사의 사옥 혹은 프라임 오피스에 입주 하고 있었다.

랜드마크 건물에 입주한 경우에는 산업의 특성이 확실하여, 인근 시장

혹은 해당 산업 인프라가 명확한 랜드마크의 건물에 입주하는 양상을 보

였고, 랜드마크 건물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회사의 사옥을 통

해 마케팅과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의 산업적 특성을 이용해 방문을 도모

하는 양상으로 입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인프라 측면에서의 입지 특성에서는 업무 밀집 지역 인접 여부 측면에

서 2개의 업체는 CBD 도심 업무 지구 근처에 입지하며, 1개의 업체는

GBD 강남 업무 지구에 입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의 업체는 이탈 양

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업무

밀집 지역 내에 입지하는 특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들이 고

려된 이탈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으로 해석된다. 동종 산업 인접

여부 측면에서 모든 업체가 동종 산업에 인접하고 있었으며, 이는 산업

특화 코워킹 스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입지 특성 중 하나로 명확하게 보

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학 연계 지역 여부 측면에서는 모든 업체가 연

계 지역에 있지 않았으며, 이는 기존의 스타트업의 입지 특성과 다르게

산업 특화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측면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공급자 측면에서의 입지 결정 요인으로는 낮게 작용한다고 해석된다.

새로운 입지 결정 요인으로 입지 결정 패러다임 항목으로 분석하게

된, 인근 공공시설, 문화시설, 오픈스페이스 인프라 측면에서의 입지 특

성은 다음과 같다. 500m 이내 공공시설의 수는 0.8개가 있었으며, 문화

시설의 수는 1.8개가 있었고,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의 수는 3.6개

가 있었다.

다음으로, 질적 특성 해석으로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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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질적 분석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러 보고서 및 연구, 전통적 산

업 입지 이론 등을 살펴 본 2장의 입지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요인을 바

탕으로 한 기존 입지 특성 관련 인터뷰 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본 젊

은 층의 창업을 위한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결정 요인 들

을 인근 동종업종집적, 교통편리성, 인근 시장, 인근 문화시설, 지역 특

수성, 입주 건물 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이중 동종업종집적의 여부에 대

한 기존 입지 특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을 통해 산업 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의 입지 특성에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초반에 고려한 입지 결정 요인들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급 이후

에도 원활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 해당 결정 요인들의 정확성

을 판단할 수 있었고, 원활히 작용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주변 문화시설

의 인지도 증가로 인한 우연한 유입 증가로, 주변 문화시설에 대한 고찰

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기존의 오피스 입지 결정 요인에 기반해 구축된 업무 집중 지구에서 벗

어난 양상을 보이 던 업체의 인터뷰에서는 “성동구는 강남권과의 교통접

근성이 높으며,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의 도심권과 접근성이 높아 선택

했으며,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 특성상, 성동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많

이 입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성동구를 선택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업무 집중 지구 외에 이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

다. 또한, 입주 건물에 대해서도 자체 건물을 건설해 젊은 층의 공간 소

비 행태 및 공간 마케팅이 기존의 랜드마크 건물을 선택하는 입주 건물

측면에서의 입지 특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여러 매거진, 트렌드 리포트 등을 통해 파악한 새로운 입지 패러다임

변화에서 도출한 요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입지 특성 관련 인터뷰 에

서는, 첫째, 업무 밀집 지역의 입지 여부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여 지고 있는 추이를 확인했

다. 이 부분에서도, 업무 밀집 지역 외에 가장 중요한 입지 특성 요인으

로 동종업종의 집적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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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근, 주변 문화·공공 시설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 실질적 고려요인으로써 주변 문화시설, 공공시

설, 오픈스페이스가 입지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시사점을 준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워킹 스페이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제시된 각 유형의

세부 특성이 서로 중첩되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 방법상 명확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연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 분류를 제시하였다.

둘째, 대다수의 코워킹 스페이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에서는, 코워킹 스

페이스 유형의 사례분석, 공유 오피스 공간디자인, 공간특성, 비즈니스측

면, 임대료 등의 분야에 연구가 진행된 반면,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새롭

게 분류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구성특성과 입지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젊은 층의 창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젊은 층이라는 새로운 경제 활동 세대에 대한 분석과, 창업을 위한 스타

트업 이라는 특성 대한 분석과,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공간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융합적 성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공간 구성 특성 연구와 입지 특성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건축

적 차원에서의 내부 공간에 대한 특성과 도시적 차원에서의 입지 특성을

동시에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단순히 물리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요인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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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여부만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닌,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급자를 만나

고 실질 적인 현황 정보를 연구한 질적 연구로서의 가치 또한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표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적은 표본의 수로 인해, 다른 표본을 선정하였을 경

우에는 결과가 일부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한 표본 확보와 기술 통계 과정을 통해 신뢰도 증진을 하

는 과정이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 건축 융합적 성격의 연구로, 전반적인 공간과 입지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 도출이 목표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도출된 분석의 틀과 특성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각 세분화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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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Spatial Composition

of Industry-specific Co-working

space for start-ups of youth

Kim, Hyun-Jo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lobal interest in the sharing economy, the economic situation

in which young people start-ups, single-person companies are

increas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are

combined.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s as described above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apidly change the existing standardized working

types and methods, and as the demand for flexible work spaces

increased, it served as a factor to rapidly spread the co-working

space.

In Korea, with the launch of WeWork and Fast Five, the rapid

growth of shared offices began in 2015 due to the formation and

establishment of communities and the creation of deman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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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Recently, as vario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existing large companies in Korea participate and the market size

grows,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locality, purpose of operation,

and operating entity of the co-working space. Differentiation

strategies through programs, space characteristics, and supply

methods are concentrated on the demand of new shared offices in

line with the trend of changes in space demand among young peopl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ypes of co-working spaces that are

supplied differently from general co-working spaces through

consideration of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rveys were classified into industry-specific, commercial-specific

target customer-specific, and service-specific types. The

industry-specific type is a co-working space that provides specialized

work spaces and networks for specific occupational groups specialized

in each industry, such as fashion, production, food, finance,

architecture, and design. The commercial specialized type is a

co-working space with a differentiated strategy that combines with

retail to strengthen access to sales or commercial districts in nearby

markets. The target customer-specific type is a co-working space

specialized for specific target customers such as women-only,

child-friendly, etc. The service-specific type is a co-working space

that differentiates itself from services provided by events focused on

networking, high-end space provision services, and custom offic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data at the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 levels by analyz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specialized "industry-specific" co-working spaces for young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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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s.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places that reflect the recent trends of

co-working spaces and have an influence, where data can be

collected, located in Seoul, a spatial range, and where young people

can observe new business types based on trend reports of

professional research companies.It was selected as a place where you

can observe the type of business that can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new location factors that show departure near urban areas.

Based on the above selection process, five Musinsa studios,

WeCook, Cow & Dog, Studio Black, and Pep Lab were selected as

analysis targets, and spatial analysis and loc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Chapter 2 Theoretical Review examined the spatial composition,

spatial characteristics,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co-working

spaces through prior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and Chapter 3

analyzed five industry-specific co-working spaces through an analysis

framework. Spatial composi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through physical analysis, bu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qualitative studies to further derive new location

characteristics that could not be covered in existing theories along

with phys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ternal space composi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specific co-working space for young

people's start-up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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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ratio of the composition of the program arrangement in

the planar configuration was shown in the order of work space =

community space > service space as work space, service space, and

community space.

Second, "multipurposivity" is high, and it is interpreted as a

co-working space as a fusion characteristic that combines work,

learning, and rest.

Third, it is interpreted as a co-working space as a place of creative

innovation with high "accessibility", deep network relationships, and

continuous circulation of information and space.

Next,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specific

co-working space for young people's start-ups are

First, the location decision factors were derived from the

accumulation of the same industry,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f nearby markets, infrastructure of nearby cultural

facilities, regional specificity, and specializa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Second, as a paradigm shift in new location determinants, it was

possible to derive that the importance of location in work-dense areas

is decreasing, and that surrounding cultural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and open spaces are acting as location determinants.

This study present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new co-working

spaces as differentiation criteria in various forms as urban workspace

and network centrality in the supersaturated co-working space

market, and is meaningful as a study of convergence characteristics

for industrial space analysis and urban loc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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