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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 표절률표절률 출처정보출처정보 비고비고

1 4%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 저자 : 이미래
-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2 4%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 저자 : 이미래
-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3 3%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4 3%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 발행 : 2020

5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Location Patterns on Tenant Satisfaction
-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 발행 : 2021

6 1% [카피킬러 DB] docsplayer.org
- 파일명 : <28C3D6C1BEB9DFB0A D ...

7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IT기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코워킹 스페이스 디자인 = Incubating  Coworking Space Design for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Young Entrepreneurs
- 저자 : 조영종
- 발행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 실내건축설계학과 2017. 2

8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유목적 사고가 반영된 스마트 오피스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 저자 : 김주선
- 발행 : 서울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2

9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원문보기)
- 저자 : 저자 송미령
- 발행 : 등록일 2022.01.19

10 1% [카피킬러 DB] www.kci.go.kr
- 파일명 : 창업보육센터의 입지특성이 입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 ...
-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 발행 : 2021

11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고양 청년스타트업 육성과 커뮤니티 강화방안 연구용역
- 저자 : 김경한
- 발행 : 2017-04-19 ~ 2017-09-18

분석 정보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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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카피킬러 DB] brunch.co.kr
- 파일명 : 작가의 다음글 무엇이 코워킹스페이스를 코워킹스페이스답게 하는가?

13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공유오피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입점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of shared office tenants and their likelihood of continued use : a study of
the shared offices located in Seou...

- 저자 : 심용보 공유오피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입점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of shared office tenants and their likelihood of continued use : a study of
the shared offices located in Seoul

14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오피스 공간에서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ctivating  Informal Communication in Office Space
- 저자 : 김지영
- 발행 : 서울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9

15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업무 공간디자인 연구 : A 게임회사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경미
- 발행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4

16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Convergence System for Creation of Community Value - Focused on Convergence through Analysis on 4

Communities
- 저자 : cho eunhaun
- 발행 : 2021

17 1% [카피킬러 DB] m.blog .naver.com
- 파일명 : 휴대용 스캐너 ES-60W 개봉기 및 첫인상은? : 네이버 블로그

18 1% [카피킬러 DB] www.kpaj.or.kr
- 파일명 : Korea Planning Association

19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 역량, 신뢰가 입주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저자 : 권택

20 1% [카피킬러 DB] m.blog .naver.com
- 파일명 : [Biz_Research]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 공간 연구 #1 : 네이버 ...

21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기술창업기업의 입지환경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저자 : 안홍재

22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한국과 중국 업무 공간 특성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office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 and

China
- 저자 : 곽붕정
- 발행 : 한양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014. 2

23 1% [카피킬러 DB] Copykiller
- 파일명 :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 역량, 신뢰가 입주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저자 : 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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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문서검사 문서 비교 문서비교 문서

문장표절률: 1 7%1 7%

제2장 이론적 배경 1. 창업보육센터 개념 및 역할 창업보육센터(BI)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6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초기 창업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 및
경영 등 다양한 창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
다.

[Copykiller]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Location Patterns on Tenant Sati
sfaction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창업보육센터 개념 및 역할 창업보육센터의 기본적
인 기능은 보육 (incubate)이다

문장표절률: 5 0 %5 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다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활용성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Copykiller]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Location Patterns on Tenant Sati
sfaction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저렴한 강점이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다양한 입지적 특성을 고
려하여 입주기업의 입지적 특성에 따 라

문장표절률: 1 4 %1 4 %

박종화 (2013)는 우리나라 전체 창업벤처기업의 지역별 입지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정
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일반 제조 벤처기업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도
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기술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첨단제조업에 속할수록 전
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 경우 대도시로의 입지 지향성이 나타난다고 밝혔
다.

[Copykiller]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Location Patterns on Tenant Sati
sfaction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관련 벤처기업일수록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 경
우 최고의 중심을 나타내는 대도시로의 입지

[Copykiller] 기술창업기업의 입지환경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안홍재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 관련 벤처기업일수록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 경
우 최고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대도시로의 입지

문장표절률: 5 7%5 7%

초기에는 주로 엔지니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개념의 코워킹스페이스로 변화하여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이나 1인 기업가
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거나 협업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m.blog .naver.com] [Biz_Research]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 공간 연구 #
1 : 네이버 ...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이나 1인 기
업가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업을 하는 공간으로 발전·활용되기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위한 공간이었다면, 현재에는 창업을 지원하는 코워킹스페이스로 변화하여 창업을 시작
하는 예비창업자들이나 1인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거나 협업하는 공간으로 활
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는 서로 다른

문장표절률: 2 8 %2 8 %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이 별다른 생산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노트북 하나로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초기에 적은 비
용으로 사무공간을 임대하거나 회의실과 사무기기 등을 사용하므로 창업에 소요도는 초
기비용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m.blog .naver.com] 휴대용 스캐너 ES-60W 개봉기 및 첫인상은? : 네이버 블로그

용량의 충전식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는 
휴대용 스캐너의 편의성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비 창업자들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
고 적은 비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공용

문장표절률: 6 9 %6 9 %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혁신 생태계의 조성이 강조되면서이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코워킹 스페이스293 1. 서론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혁신 생태계의 조성이 
강조되면서이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의 구성과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코워킹 스페이스293 1. 서론 최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혁신 생태계의 조성이 
강조되면서이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의 구성과

전북대학교
jb nu.copykil ler.com

Copyright ⓒ MUHAYU All Rights reserved. 4 / 15

http://m.blog.naver.com/koasv6/220946384304
https://m.blog.naver.com/seagreen0314/222031772507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그 중,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도하거나 네트워킹 
의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창의적 업무영역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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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지식기반 업무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나 독립된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를 실
행하고 동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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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조성된 산업클러스터나 연구공원의 형태가 혁신을 일으키는 주요
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심의 유휴공간과 오피스가 창업과 혁신을 일으
키는 거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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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2019)의 연구에 따르면 코워킹스페이스는 구성원들이 맺는 관계성과 커뮤니티
에 주목한다는 점이 기존의 임대 공간과 다른 점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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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32 %32 %

이곳에서 개별기업들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만, 이와 동시 커뮤니티의 소속감(a
sense of community)과 협력적, 개방적, 포용적 가치가 공유되며 공동의 가치를 창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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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력의 청년활동 지원 공간인 <무중력지대>, <서울 창업허브> 등이 대표적인 사
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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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정책적 사업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시 협력의 청년활동 지원 공간인 <무중력
지대>, <서울 창업허브> 등이 있다.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에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스타트업 투자 기관이 공동 입주하여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상시 멘
토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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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34 %34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남 영암군과 충남 홍
성군은 청년창업과 정착 및 귀촌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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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 워크(We-work)'는 2010년에 뉴욕을 중심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스타
트업, 프리랜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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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뉴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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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2 4 %2 4 %

그림 2-4 위워크 및 the hub islighton 위워크 'The Hub Islighton 영국 런던의 'The 
Hub Islighton'은 최초 코워킹스페이스 모델로 현재 26개의 지점이 있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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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욕 'wework' 코워킹스페이스 영국 런던 'The Hub Islighton'은 최초로 생겨난 
코워킹스페이스로 26개의

문장표절률: 2 2 %2 2 %

일본의 코워킹스페이스는 카페형 공동 사무실이 특징적이며,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디
자인되어 성별, 나이, 업종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공간을 한곳에서 이용하며 바이어
나 전문가들과 만나거나 협업하며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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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jr east의 스테이션 워크 및 중국 처쿠카페 JR East의 스테이션 워크 중국 처
쿠카페 중국은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을 비즈니스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중
국 베이징의 '3W카페', '처쿠카페'는 중국 대표적 코워킹스페이스면서 창업카페이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협업하며 작업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을 비즈니스 성장의 원동력
으로 삼고 있으며, 一 14 중국 베이징 이노웨이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협업하며 작업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코워킹 스페이스의 공간을 비즈니스 성장의 원동력
으로 삼고 있으며, - 14 중국 베이징 이노웨이 거리의

문장표절률: 36 %36 %

이혜수·남경숙(2018), 최비범·윤재은(2019), 최필주(2019) 등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와 서비스,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 배치, 면적 등
을 비교하였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공간의 융합적 특성을 실제적으로 다룬다. 이혜수·남경숙(2018), 최비범·윤재은(2019),
최필주(2019) 등의 연구는 국내·외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를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공간의 융합적 특성을 실제적으로 다룬다. 이혜수·남경숙(2018), 최비범·윤재은(2019),
최필주(2019) 등의 연구는 국내·외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를

문장표절률: 1 8 %1 8 %

그림 2-6 지식경제에서 융합적 공간의 창출 자료 : Morisson 2019. 448 Morisson(2
019)은 <그림 2-6>의 왼쪽 동심원과 같이 기존에는 직장, 직장, 사교모임의 공간이 독
립적으로 존재했던 것과 달리, 최근들어 오른쪽 처럼 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융
합적인 특성을 갖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4의 공간유형이 그림 1. 지식경제에서 융합적 공간의 창출 자료 : Morisson 2019 448
.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4의 공간유형이 그림 1. 지식경제에서 융합적 공간의 창출 자료 : Morisson 2019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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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5 4 %5 4 %

코워킹스페이는 제2의 공간, 제3의 공간이 서로 결합되는 것으로 일과 네트워킹을 동시
에 강조하는 형태이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공간과 제3의 공간이 결합되는 것으로 일과 네트워킹이 동시에 강조하는 형태이다. 제3
의 공간을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공간과 제3의 공간이 결합되는 것으로 일과 네트워킹이 동시에 강조하는 형태이다. 제3
의 공간을

문장표절률: 4 3%4 3%

또한 위의 제1 공간부터 제3 공간까지 모두 결합된 제4의 공간은 최근 주목되는 유형으
로, 파리 소재의 <Station F>와 <Stream Building>은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을 위한 업
무공간, 공유 주거지, 식당, 바, 팹랩(fab lab) 등을 제공하며 동일 공간에서 일, 학습, 여
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Copykiller]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원문보기)

저자 : 저자 송미령
발행 : 등록일 2022.01.19

제1~3 공간의 결합): 파리 소재 Station F 와 Stream Building '이 대 표 사례임. 기업가
와 ...... 인력을 위한 공유 주거지, 업무공간, 식당, 바, 팹랩(fab lab) 등을 제공하며 동일
공간에서 일 학습-놀이가 이루어짐. <그림 2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인력을 위한 공유 주거지, 업무공간, 식당, 바, 팹랩(fab lab) 등을 제공하며 동일 공간에
서 일 학습-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는 현재

문장표절률: 1 8 %1 8 %

<Station F>는 현재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인식되고 있고, 
이와 같이 지식정보 경제에서 혁신허브 조직으로서 보다 복합적 기능(역할)이 가능하고,
보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잠재적 파트너와 네트워킹이 용이하며,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tation F> 홈
페이지).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있고, 전문가 집단에 둘러싸여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홈
페이지). 이와 같은 융합적 공간의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있고, 전문가 집단에 둘러싸여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홈
페이지). 이와 같은 융합적 공간의

문장표절률: 38 %38 %

그림 2-7 스테이션f 스테이션F 스테이션F 이와 같은 코워킹스페이스의 융형으로서 융
합적 공간의 사례를 국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수 있다 ( 홈페이지). 이와 같은 융합적 공간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로컬
스티치는 코워킹과 코리빙 스페이스가 결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수 있다 ( 홈페이지). 이와 같은 융합적 공간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로컬
스티치는 코워킹과 코리빙 스페이스가 결

문장표절률: 1 7%1 7%

Capdevila(2015)에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는 개인, 커뮤니티, 기업 등이 만들어지고 재
조합 하면서 형성되는 분산된 지식풀(pool)이 존재하며, 코워킹스페이스는 이러한 지식
풀(pool)을 탐색 (exploration) 하고 활용(exploitation)하기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 역
할을 한다고 보았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이러한 지식을 탐색 (exploration) 및 활용(exploitation)하기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 역
할한다고 보았다. Capdevila에 따르면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이러한 지식을 탐색 (exploration) 및 활용(exploitation)하기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 역
할한다고 보았다. Capdevila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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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1 7%1 7%

Capdevila는 과거 포디즘 시대가 끝나면서 그동안 형성되었던 전통적인 산업 클러스터
가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혁신 네트워크로 대체되면서 물리적
공간이 혁신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활동에 필수적인 
중개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시대가 끝나면서 전통적인 산업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혁신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상황 속에서 공간은 혁신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시대가 끝나면서 전통적인 산업 클러스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혁신 네트워크로 대체되는 상황 속에서 공간은 혁신

문장표절률: 4 7%4 7%

그리고 PF(프로젝트) 기반 업무나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변화라는 면에서 일시적 클러스
터(temporary cluster)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업무나 구성원의 지속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일시적 클러스터(temporary cluster)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업무나 구성원의 지속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일시적 클러스터(temporary cluster)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문장표절률: 4 5 %4 5 %

이를 바탕으로 코워킹스페이스는 한정적인 역량을 발전시키고 해당 커뮤니티만의 자산
을 형성하며 넓게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창조적 씬(creative scene)에 영향을 준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형성하게 되며 더 넓게는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적 창조적 씬(creative scene)에 영향을 
준다. 코워킹스페이스를 네트워크 기 반 관점에서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형성하게 되며 더 넓게는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적 창조적 씬(creative scene)에 영향을 
준다. 코워킹스페이스를 네트워크 기 반 관점에서

문장표절률: 30 %30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소(place)는 공식, 비공식적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만나고 교류
하는 공간으로 정보와 지식의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 로컬 버즈를 촉진시킨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간의 상호작 용의 결과로 표현된다. 장소(place)는 공식, 비공식적 환경에서 개인이 만
나고 교류하는 장으로 지식과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간의 상호작 용의 결과로 표현된다. 장소(place)는 공식, 비공식적 환경에서 개인이 만
나고 교류하는 장으로 지식과

문장표절률: 2 5 %2 5 %

다만, 지역의 코워킹스페이스가 자율적이고 유연한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에 비춰 공공
차원의 정책이 상당 부분 개입하거나 정형화된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코워킹스페이스 
및 지역경제의 유기적이고 특색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정형화된 모델을 구상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유기적이고 특색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코워킹스페이스의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정형화된 모델을 구상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유기적이고 특색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코워킹스페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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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2 6 %2 6 %

예를 들자면, 지역 주력 또는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목적형 인큐베이터로
서 역할을 더하거나, 지역이 해결해야 하는지역 사회문제를 위한 소셜 임팩트-리빙랩(L
iving-lab)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지역이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Living-lab)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도 한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지역이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Living-lab)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도 한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

문장표절률: 2 9 %2 9 %

이러한 이유로 지역이 고민하는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 과소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들에서는 코워킹스페이스가 청년들을 결집하거나 유입하는 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코워킹스페이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도 하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인 한 과소문제에 직면한 지방의 중소도시들에서는 코워킹스페이스가 청년들을 결집하
거나 유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인 한 과소문제에 직면한 지방의 중소도시들에서는 코워킹스페이스가 청년들을 결집하
거나 유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문장표절률: 1 8 %1 8 %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구성원 간의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제도 등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코워킹의 개념이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교류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사회적, 가치 중심
적인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자본 은 지역사회의 구성 원들 간의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제도 등을 통해 형성된 다. 
이와 같은 사회적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자본 은 지역사회의 구성 원들 간의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제도 등을 통해 형성된 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장표절률: 32 %32 %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이 지역에서 창조적 행위가 가능해지는 '장(venue)'으
로 역할이다각화되며, 다양한 형태로 기획되고 있다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내의 창조적 행위가 가능해지는 '장(venue)'으로 서 공간의 역할
이다각화되며, 지역 단위에서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 내의 창조적 행위가 가능해지는 '장(venue)'으로 서 공간의 역할
이다각화되며, 지역 단위에서

문장표절률: 6 0 %6 0 %

코워킹스페이스는 지역의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3 no.3 , 2020년, pp.292 - 311 정수희 (건국대학교 글로컬문화전략
연구소 ) ; 허동숙 ( 국토연구원)

발행 : 2020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코워킹스페이스는 지역의 '창조적 환경(creative mil
ieu)'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역에서의

[Copykiller]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저자 : CHUNG SUHEE, Dongsuk Huh
발행 : 2020, vol.23, no.3, pp. 292-311 (20 pages)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코워킹스페이스는 지역의 '창조적 환경(creative mil
ieu)'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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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4 4 %4 4 %

전통적인 기업 입지이론에서 접근성은 과거 제조업 산업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급과 같
은 물류 조달 방안 으로서의 교통 접근성이 강조되었다.

[www.kci.go.kr] 창업보육센터의 입지특성이 입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 ...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입지이론에서 접근성은 과거 제조업의 산업을 중심으
로 원자재 수급 등 물류 조달 수단으로서의

[Copykiller]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Location Patterns on Tenant Sati
sfaction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입지이론에서 접근성은 과거 제조업의 산업을 중심으
로 원자재 수급 등 물류 조달 수단으로서의

문장표절률: 39 %39 %

셋째, 창업보육센터의 네트워크용 이성은 입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혁신은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며, 이는 특화 집적지의 성공 
요인으로 인식된다.

[www.kci.go.kr] 창업보육센터의 입지특성이 입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 ...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혁신과 지식은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시너지
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이는 특화된 집적지의 성공 요인으로 인식되어

[Copykiller]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Location Patterns on Tenant Sati
sfaction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영향력 을 확인하였다. 혁신과 지식은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시너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이는 특화된 집적지의 성공 요인으로 인식되어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다섯째, 창업보육센터의 유형별 입지결정요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부및 공공기관이 
인력수급의 용이성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성에서는 대학이다른 보육센터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보육기관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pykiller]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Location Patterns on Tenant Sati
sfaction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다섯째, 창업보육센터의 유형별 입지결정요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부및 공공기관이 
인력수급의 용이성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성에서는 대학이다른 보육센터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보육기관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이는 창업보육센터 유형별 입지요인의 특성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pykiller]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Location Patterns on Tenant Sati
sfaction

저자 : Kim, Seong Hee Choi， Min Seob
발행 : 2021

이는 창업보육센터 유형별 입지요인의 특성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pykiller] 한국과 중국 업무 공간 특성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off
ice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 and China

저자 : 곽붕정
발행 : 한양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014. 2

일반사원에 비하여 1인당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3>

문장표절률: 2 7%2 7%

협업(Collaboration)은 직접 도움을 받는 개인에게 일차적인 이점이 있지만, 코워킹스
페이스 조직 전체의 지식과 기술의 풀이 넓어지고, 나아가 실력 있는 다른 전문가를 유
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상위 순위의 핵심가치라고 할만하다.

[brunch.co.kr] 작가의 다음글 무엇이 코워킹스페이스를 코워킹스페이스답게 하는
가?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점이 있지만, 코워킹스페이스 조직 전체의 지식과 기술
의 풀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 코워킹스페이스 자체에도 큰

문장표절률: 5 8 %5 8 %

코워킹스페이스에서 말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으로 나눌 수 있다.

[Copykiller] Convergence System for Creation of Community Value - Focuse
d on Convergence through Analysis on 4 Communities

저자 : cho eunhaun
발행 : 2021

방법론'을 제시하였다.12) 이러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상호 연관되는 융합 구조로 설명하고

문장표절률: 2 1 %2 1 %

경제적 측면은 적어도 자기 지점의 운영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멤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참여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것이다.

[brunch.co.kr] 작가의 다음글 무엇이 코워킹스페이스를 코워킹스페이스답게 하는
가?

운영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운영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업의 이벤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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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1 0 0 %1 0 0 %

협업공간에서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창
출하기도 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협업공간에서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창
출하기도 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협업공간에서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창
출하기도 한다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협업공간에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docsplayer.org] <28C3D6C1BEB9DFB0A D ...

차를마시면서가볍게이야기하거나휴식을취할수있는휴게공간, 그리고커뮤니케이션이중
심이되는회의공간으로이루어짐 ( 협업공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을 가지고 자신
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창출하기위해 2인이상이협력할수있
는공간으로구성됨. 카페와같은방식으로사용되지만특정한일을위하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협업공간에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부분이 큰 차이로 업무영역을 개인보다 2인 이상이 같이 협
력하여 일할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부분이 큰 차이로 업무영역을 개인보다 2인 이상이 같이 협
력하여 일할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부분이 큰 차이로 업무영역을 개인보다 2인 이상이 같이 협
력하여 일할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다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협업공간은 주로 초기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프리랜서 들에게 자신의 노트북만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협업공간은 주로 초기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프리랜서 들에게 자신의 노트북만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협업공간은 주로 초기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프리랜서 들에게 자신의 노트북만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카페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협업공간은 특정한 일을 위하여 모인 구성원들로 이
루어져 있어 공통적인 관심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를 통해 커뮤니
티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docsplayer.org] <28C3D6C1BEB9DFB0A D ...

일을 위하여 모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공통적인 관심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
이에서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있다는장점이있음 비공식적인미팅의장소로사
용하거나워크숍의장소로사용하여형식에얽매이지않는사적인대화를할수있는공간으로서
모든역할을수행할수있는멀티기능을가진공간으로서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카페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협업공간은 특정한 일을 - 16 위하여 모인 구성원들
로 이루어져 있어 공통적인 관심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교류를 통해 커
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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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2 5 %2 5 %

또한 당구대, 탁구대 등 여러 가지 체육,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
간을 마련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책장을 설치하여 독서를 할 수 있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몸을 움직이며 해소하는 공간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책장을 설치하여 책을 
읽을 수 있다. 좌식공간에서는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몸을 움직이며 해소하는 공간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책장을 설치하여 책을 
읽을 수 있다. 좌식공간에서는

문장표절률: 38 %38 %

좌식공간은 낮잠을 자거나 엎드려 일을 하는 등 간단한 휴식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을 높
이고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날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수 있는 공간으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였다. [그림 3.3] 카우앤독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공간으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 높이고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날수 있도록 공
간을 배치하였다. I그림 3.3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가변성을 가진 오피스 환경의 공간 계획은 자유로운 프로젝트팀 구성과 유연한 조직변
경 및 재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Copykiller] IT기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코워킹 스페이스 디자인 = Inc
ubating  Coworking Space Design for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Young 
Entrepreneurs

저자 : 조영종
발행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 실내건축설계학과 2017. 2

가변성을 가진 오피스 환경의 공간 계획은 자유로운 프로젝트팀 구성과 유연한 조직변
경 및 재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가변성을 가진 오피스 환경의 공간 계획은 자유로운 프로젝트팀 구성과 유연한 조직변
경 및 재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가변성 파티션을 설치하여 간단한 이동 및 해체만으로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가구 배치
를 통하여 공간을 바꿈으로써 공간의 가변성을 해결하고 있다.

[docsplayer.org] <28C3D6C1BEB9DFB0A D ...

코워킹스페이스공간특성 ( 가변성 가변성을가진오피스환경의공간계획은자유로운프로
젝트팀구성과유연한조직변경및재배치를가능하게하며, 가변성 파티션을 설치하여 간단
한 이동 및 해체만으로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가구 배치를 통하여 공간을 바꿈으로써 공
간을가변성을 해결함 공간의 가변성 공간의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가변성 파티션을 설치하여 간단한 이동 및 해체만으로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가구 배치
를 통하여 공간을 바꿈으로써 공간의 가변성을 해결하고 있다

문장표절률: 32 %32 %

이러한 업무환경의 변화에서 이동성의 핵심적 가치로서 근무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분
위기 속에서 자발적인 형태로 일의 효율과 생산을 높일수 있게 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근무자들에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의 효율과 생산을 높일수 있게 한
다. 이동성이 가능한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의 효율과 생산을 높일수 있게 한다. 이동성이 가능한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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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1 0 0 %1 0 0 %

이동성이 가능한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노트북과 무선인터넷은 무선 
작업이 가능해지고 업무 자들은 공간을 초월한 업무가 가능해졌으며 사무공간은 점점 
일반적인 공간으로 오피스의 개념이 사라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킨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이동성이 가능한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노트북과 무선인터넷은 무선 
작업이 가능해지고 업무 자들은 공간을 초월한 업무가 가능해졌으며 사무공간은 점점 
일반적인 공간으로 오피스의 개념이 사라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킨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이동성이 가능한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노트북과 무선인터넷은 무선 
작업이 가능해지고 업무 자들은 공간을 초월한 업무가 가능해졌으며 사무공간은 점점 
일반적인 공간으로 오피스의 개념이 사라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킨다

문장표절률: 33%33%

전통적 방식의 좌석에서 강연, 세미나 등을 들었다면 현재는 다목적 계단에 자유롭게 앉
아 소통할 수 있도록 능동적 공간이 되었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세미나,강연 등을 들었다면 현재에는 다목적 계단에 자유롭게 앉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변화하였다. 스타트업을 위한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세미나, 강연 등을 들었다면 현재에는 다목적 계단에 자유롭게 앉아 소통할 수 있는 공
간으로 변화하였다. 스타트업을 위한

문장표절률: 1 0 0 %1 0 0 %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 사무
실을 배치하거나 자유로운 카페와 같은 분위기의 공동 사무실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 사무
실을 배치하거나 자유로운 카페와 같은 분위기의 공동 사무실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배치하였다.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저럼한 가격에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도
록 임대 사무실을 배치하거나 자유로운 카페와 같은 분위기의 공동 사무실은 사람들에
게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문장표절률: 33%33%

예를 들어 스탭을 이용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구현하는 것들이이에 해당하며, 보이드를 
만들어 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사람의 시 선이 교차하도록 만들고 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사용하여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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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시 선이 교차하도록 만들고 한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문장표절률: 5 0 %5 0 %

이에 가변형 가구들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자리에 제약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업무
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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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
한다. - 32 - 공간분석 다이어그램에 서 프로그램을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자리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업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
한다. - 32 - 공간분석 다이어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조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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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표절률: 1 7%1 7%

과거사무공간에서는 모든 공간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코워킹스페이스는 장소에 제
약 없이 일, 휴직, 소통하고, 회의하는 공간활용이 가능한 동시 계단은 공간들을 연결하
는 매개체 기능으로 계단에서도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미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장소가 된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계단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되거나 책을 읽거나 미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로 계획하였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실내건축학과 2016. 8

계단에서도 세미나가 진행되거나 책을 읽거나 미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로 계획하였다

문장표절률: 5 5 %5 5 %

또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저자 : 이미래
발행 :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6.8

볼 수 있다.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
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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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1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
다.

문장표절률: 2 4 %2 4 %

제4장 결론 최근 전세계적인 저성장 흐름 속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산업전환 국면에 
접어들면서 혁신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
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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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
부에서도 스타트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Copykiller] 스타트업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working Space for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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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
부에서도 스타트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문장표절률: 1 8 %1 8 %

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을 희망하는 스타트
업 들에게 공간, 시설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기술, 경영 교육과 투자유치 지
원,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말하며, 단순한 지원시설과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www.kpaj.or.kr] Korea Planning Association

위계성의 변화와 고용밀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가로망구조는 1970년도부터 1980

[Copykiller] 공유오피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
별시 입점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of s
hared office tenants and their likelihood of continued use : a study of the sha
red offices located in Seou...

저자 : 심용보 공유오피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
시 입점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of shared office tenants and their likelihood of continued use : a study of
the shared offices located in Seoul

위해 회귀분석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오
피스 이용에 대한 총체적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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