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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워킹 스페이스는 지역의 창업 및 혁신공간의 조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된다. 본 연

구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과 특징을 구체화하고,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코워킹 스

페이스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았다. 일본과 한국의 중소도시에 소재하거나 계획 중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대상으

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

체적으로, 로컬지향의 코워킹 스페이스만의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융합공간이자 지역혁신의 장으로서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대안적 근

무⋅여가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과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이 공간을 통해 지역에는 새로

운 삶과 근무형태를 희망하는 창조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사회의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주요어: 코워킹 스페이스, 창조적 커뮤니티, 융합공간, 지역적 맥락, 혁신공간

Abstract: Coworking spaces have been increasingly considered as a way of building an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cosystem and facilitating population inflow.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working spaces and examining these various types in a regional context. Coworking spaces 
located or plann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rural areas in Japan and Korea are empirically 
investigated. Through the case study,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a model of coworking spaces being 
a creative community in a region.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have distinctive features only for the regional 
context-based coworking spaces. Moreover, this new spaces should act as a multi-functional, convergent space 
and a venue for regional innovation. In a fast-changing work environment such as telework, the region-based 
coworking spaces can be reconsidered as the place that provides an alternative work, play, learn, and rest 
platform. Creative people hoping for new work and lifestyle may flow into the region through this 
intermediator, and thus foster the interplay between the creative community and reg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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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혁신 생태계의 

조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공간의 구성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코워킹 스페이

스(coworking space)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도하거나 

네트워킹의 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창의적 업무영역에

서 주목된다. 이는 주로 지식기반 업무에 종사하는 프리

랜서나 독립된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를 실행하고 동료

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도

시 외곽에 조성된 산업클러스터나 연구공원의 형태가 혁

신을 일으키는 주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심의 유휴공간과 오피스가 창업과 혁신을 일으키는 거

점이 되었다. 이러한 도시형 혁신공간1)을 중심으로 청년

층이 밀집하고 혁신과 신산업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

려고 한다.

일부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기는 하나, 코워킹 스페

이스는 공간 임대 및 지원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

즈니스센터, 서비스드 오피스(serviced office)와 차별

화된다. 이승아(2019)는 해당 공간의 구성원들이 맺는 

관계성과 커뮤니티에 주목한다는 점이 코워킹 스페이스

가 기존의 임대 공간과 다른 점이라고 보았다. 즉, 코워킹 

스페이스는 단순히 공간을 임대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공간의 크기나 임대 기간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업무활동

을 지원하는 지원서비스와 네트워킹 기능을 강조함으로

써 수요자 맞춤형 공간공유 플랫폼을 제공한다(김선웅, 

2019). 따라서 이 공간은 정기적인 참여자와 한시적으로 

또는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고객의 특성, 그들이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정도나 지식의 공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한다. 부르디외(P. Bourdieu)가 말한 사회적 공간과 지

리적 공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 공간에서도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우연한 생산(serendipity production)’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Moriset, 2013). 이곳에서 코워커

들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지만, 한편으로 

커뮤니티의 소속감(a sense of community)과 개방적, 

협력적, 포용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

여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창조 

인력의 급부상으로 인한 업무 방식 및 조직의 변화에 의

해 형성됐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다. Johns and 

Gratton(2013)이 코워킹을 ‘가상 업무로의 제 3의 물

결’(p.1)로 정의하였듯, 코워킹 업무 양식은 스타트업, 

사회혁신, 공유경제 등의 개념과 맞물려 혁신 활동과 공

간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

국내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창업생태계의 주요 요

소로 고려되면서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의 형태로 급속도

로 성장하였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서울의 강남과 

도심 등 교통의 요지에 70개의 공유오피스 공급기업과 

231개 지점이 분포하고 있다(김선웅, 2019)2). 글로벌 기

업인 <위워크>를 비롯하여 국내 업체인 <패스트파이

브>, <스파크플러스> 등의 민간 업체의 공급이 점차 증가

하면서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의 목적이 초기

에는 단순히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 위주였다면, 최근에

는 점차 다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워킹의 주제(예. 패션, 식품, 금융), 서비스(예. 커스텀 

오피스, 여가활동, 이벤트), 대상고객(예. 여성)의 차별

화 등을 도모하여 해당 공간과 커뮤니티의 명확한 목적성

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편, 유휴공간의 활용 및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공공 

혹은 민관협력의 형태로 코워킹 스페이스가 조성되고 있

다. 이는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 창업

을 촉진하는 정책적 사업의 일환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시 협력의 청년활동 지원 공간인 <무중력지대>, <서

울 창업허브> 등이 있다.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에 근거해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움직임

을 촉진한다는 배경 하에 8개 지점이 운영되며 다양한 

배움터와 영화제, 진로모임 등의 이벤트를 제공한다(<무

중력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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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코워킹 스페이스는 지역의 

창업 및 혁신공간의 조성과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전

략으로 고려된다. 예를 들어, 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인

구감소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에 충남 홍성군과 전남 영암군은 청년창업과 정착 

및 귀촌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코워킹 스페

이스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행정안전부, 2019. 

07.16. 보도자료). 그러나 유사한 공간 조성사업이 민간

과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실행되면서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코워킹 스페이스를 단지 유행에 

의해 정책 사업으로 활용한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홍주포커스, 2019.11.26. 뉴스기

사). 이승아(2019)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은 커뮤니

티의 조성이며, ‘공간-콘텐츠-커뮤니티’의 결합형 비즈

니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의 견해처럼, 코워

킹 스페이스는 기존에 비즈니스센터가 제공하는 법률 자

문이나 회계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가 등의 여가 

향유, 사회 공헌 활동 등을 같이 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치

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기능

한다. 지역에서도 지역만의 차별화된 공간 조성, 브랜드 

확립, 그리고 그에 걸맞은 콘텐츠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

이 요구된다.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인구감소시

대에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공유경제가 추구

하는 가치는 단지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커뮤니티의 유지,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

한 지역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지역에서는 청

년층의 유입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장년층 및 은

퇴 인력, 베이비부머의 귀환이주에 따른 다양한 거주민 

집단이 교류하고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

심 공간에서 청년(창업가)을 대상으로 하는 코워킹 스페

이스를 지역 사회에 차용하여 청년층의 유입과 창업을 

기대하는 전략보다는 지역민과 외지인,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코워킹이 가능한 공간의 

조성과 그 내부의 콘텐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그 개념과 특징을 구체화하고, 지역

적 맥락(regional context)을 고려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여러 유형과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중소도시에 소재하거나 조성계

획 중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은 관련 문헌검

토를 기초로 하되, 현장답사와 인터뷰(일본 오노미치 <오

노미치쉐어>), 전화인터뷰(안동 <스페이스마>), 기관 정

책자료 검토(홍성 <잇슈창고>) 등을 통해 진행했다.

2. 이론적 검토

1)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

코워킹 스페이스는 2005년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뉴버

그(B. Neuberg)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것을 시

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식경제의 출현과 디지털 경제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업

무 환경이 등장하였다는 점(Moriset, 2013)과 더불어 창

조 계급(Florida, 2002), 즉 지식노동자가 추구하는 업무 

환경과 지향점, 심미적 어메니티의 조건과 맞물린다.

코워킹은 지식경제에서 노동조직이 새롭게 추구하는 

분산 업무(distributed work)의 모델 중 하나이다

(Spinuzzi, 2012). 이러한 분산 업무는 서로 다른 행위자

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협업적 생산 체계 전반에 

걸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

한 조직 구성과 배치를 추구한다. Spinuzzi에 따르면, 

코워킹 스페이스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른 비계열 전문

가와 함께 일하는 개방형 사무실 환경(Spinuzz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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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로 정의할 수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구성원들

은 상호보완적인 기술과 사회적 관계의 결합을 통해 코워

커들 간에 일시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을 추구하며 궁극적

으로 비즈니스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Lange(2011)는 베를린의 경험적 사례에서 코워킹 스

페이스는 일련의 가치를 공유하고 독립성과 협력 네트워

크, 그리고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지식노동자들이 참여

하는 상향식(bottom-up)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관계가 직장 내 생산성의 주요 요소라는 점을 가정하고, 

마이크로비즈니스와 프리랜서들은 코워킹 스페이스의 

비위계적인(non-hierarchical) 여건에서 새로운 생산 

기회를 활용하는 협력적 환경을 창출한다. 특히 Lange

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culture-

preneurs’라고 명명하고, 그들을 다기능적(multi- 

functional) 기술을 보유하고, 비정규적 경력을 갖는 비

제도권 경제 영역의 지식 전문가 집단으로 설명했다. 이

들은 주로 프로젝트 기반 업무, 하청계약 또는 개별 기업 

설립 형태로 활동한다. 때문에 자신이 속한 전문가 네트

워크 전반의 사회적 자본을 관리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다(Gandini, 2015).

코워킹 스페이스는 창조적 경제활동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선호한다는 점에서 창조도시로 대표되는 뉴욕, 

런던 등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대도시적인 현상인 것만은 아니며, 중소도시나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가정신의 촉

진, 청년인구의 유입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다(Fuzi, 2015; Jamal, 2018; 간다 세이지, 2020).

코워킹 스페이스는 이러한 개념을 공통으로 하며 운영

주체, 목적, 공간 구성방식, 혁신역량 등에 의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된다(Capdevila, 2015; 

Waters-Lynch et al., 2016; 최비범·윤재은, 2019). 

단순하게는 임대료와 관리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공간

을 공유하는 형태에서부터 텔레워크(telework), 워케이

션(workation)과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한 대안 공

간, 소셜임팩트(social impact)를 지향하는 공간, 청년 

혹은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창작자, 특수한 분

야·목적을 위한 집약적 혁신공간, 지역의 커뮤니티로서 

복합문화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한 공간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내에서의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가 창업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로 설립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김영환, 2015). 창업 생태계 육성의 필수 

요소로써 코워킹 스페이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창업지원에 특화된 코워킹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논

의되었으며,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

과 함께 자생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후, 국외의 대규모 공유오피스 

시설인 <위워크>, <구글캠퍼스> 등이 국내에 진출하며 

인큐베이팅의 단계를 넘어선 협력공간의 기능이 확산되

었고, 점차 지역 및 산업 단위에서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갖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다(표 1). 

운영

체제
특징

공간

유형

인큐

베이팅

- 투자적 접근

- 목표 대상(주로 스타트업) 명확

- 신규사업 발굴 및 투자 연결

- 엑셀러레이팅

- 데모데이 컨퍼런스, 이벤트

- 평가 및 성과 측정

- 출구(졸업) 시스템

정책형

코디

네이팅

- 서비스적 접근

- 타겟이 되는 목표 대상 다양

- 신규 사업 또는 프로젝트, 학생

- 비즈니스/운영진 수익모델

- 프로그램, 홍보 연계 등

- 네트워킹 파티, 관련 이벤트

- 운영 자율

비즈니

스형

네트

워킹

- 참여적 접근

- 타겟이 되는 목표 대상 모호

- 다양한 직업군, 프리랜서

- 멤버십, 회비 등의 운영모델

- 자체 프로그램 협업

- 자체 네트워킹 행사 연계

- 멤버십, 동호회적 성격

커뮤니

티형

자료: 김재학·이재규, 2018: 85.

표 1.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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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워킹 스페이스의 특징과 의미

(1) 일-학습-놀이의 융합적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념과 형태가 

유연하며 일, 학습, 네트워킹과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다(Waters-Lynch et al., 2016).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로 인해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전형적인 형태의 

회사 내 작업장이 아닌 다양한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된 점, 창조적 지식 인력의 다양한 

근로 형태(1인 기업, 프리랜서, 프로젝트기반 계약직)가 

나타나면서 이들을 위한 한시적인 업무공간의 수요가 증

가한다는 점은 공유오피스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주

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지식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정서적인 측면, 다시 말해 집

은 아니지만 집처럼 편안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듯 하는 

환경이면서, 유사한 관심사와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

의 결사체적 가치를 갖는 공간에 대한 선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기능을 충족하는 융

합적 특성을 갖는다. 

융합적 특성을 갖는 공간의 등장은 사회학자 

Oldenburg(1989)가 제시한 ‘제 3의 공간(Third place)’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제 3의 공간은 집(제 1의 공간)과 

일터(제 2의 공간)가 아닌 카페, 바, 서점과 같은 비공식

적인 만남의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소들은 일터와 

같은 생산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

와 시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맥락적(contextual) 공간을 

구성한다. 이런 점에서 Oldenburg는 제3의 공간이 지역

의 장소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민주적 문화의 토대를 

형성함으로써 커뮤니티에 포용적이고 사교적인 분위기

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제 3의 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유사하다(표 2). Oldenburg가 말한 제 3의 공간은 사용

자들이 자유롭게 찾는 중립적 공간이면서 평등하고 포용

적인 공간을 말하고 그 안에는 유머가 넘치는 대화의 장

이 있으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곳

은 정기적 고객이 장소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활기를 불어

넣으며, 평범하고, 사용자들이 집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006년 헌트(T. Hunt)와 메시나(C. Messina)

에 의해 설립된 ‘Citizen Space’는 코워킹의 가치를 확산

시킨 선구자적 모델로, 개방성, 협력, 접근성, 커뮤니티

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Moriset, 2013). 제 3의 

공간이 추구하는 가치들 가운데, 코워킹 스페이스는 구

성원들이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인지적 근접성

(cognitive proximity)을 촉진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

Oldenburg의 제 3의 공간 <Citizen Space>가 제시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가치 

- 중립적 공간: 사용자들이 자유롭고, 유연적으로 공간

에 모이고 모임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
- 개방성: 개방성과 투명성 중요. 아이디어의 공유를 통

한 상호 이익을 추구. 개방 공간 조성, 토론 촉진.
- 평등성: 사회적 장벽이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을 배제하는 포용적 공간.
- 협력: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 (유머를 포함하는) 대화가 주요 활동임.

- 접근성과 편의 - 접근성: 물리적, 금전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을 조성

하기 위해 노력.- 정기적 고객(단골)은 장소에 지속적으로 의미를 부

여하며, 신규 방문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음. - 커뮤니티: 연결과 상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구축.- 평범함: 제3의 공간은 겉치레나 가식이 없음.

- 사용자들에게 집 같은 느낌의 공간을 제공.
*<Citizen Space>는 최초의 업무 전용 코워킹 스페이스임.

자료: Moriset, 2013: 8.

표 2. 제 3의 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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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적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인 혹은 

소규모의 지식 중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

지만, 코워킹 스페이스의 구성원들은 커뮤니티의 구축과 

지속성에 관심을 갖고 그 내부에서의 평판이 자신의 업무

나 지역 사회의 활동과 연결된다. 이로 인하여 코워킹 

스페이스는 세부 공간의 구성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업무 공간과 지원서비스 공간 외에도 회의공간과 

라운지 등 대내외적인 네트워크의 모임과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적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중요하게 고려하

며 이 공간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기능별 공간 구성과 실내 디자인에 

대한 연구들은 내부 공간의 융합적 특성을 실제적으로 

다룬다. 이혜수·남경숙(2018), 최비범·윤재은(2019), 

최필주(2019) 등의 연구는 국내·외 코워킹 스페이스 사

례를 토대로 업무, 지원서비스, 커뮤니티 공간의 구성요

소, 면적, 배치 등을 비교하였다. 업무 공간은 1인, 다인

용 오피스, 개방형(핫데스크)의 형태, 지원서비스 공간은 

컨시어지, 식음료 제공, 폰부스, OA 사무기기 등을 포함

하며, 커뮤니티 공간은 라운지, 회의 및 미팅룸, 카페 

공간 등을 포함한다(이혜수·남경숙, 2018). 최필주

(2019)에 의하면, 실내 공간 구성의 비중에서 해외사례

는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유사한 비중이며 지원서

비스 공간이 최소화되고, 국내사례는 업무공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지원서비스 공간, 커뮤니티 공간 순으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국내 사례는 융합적 공간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편안함, 가치지향적 활동을 추구

하는 특성은 다소 미약하고, 하드웨어적인 조건과 공간 

임대의 특성이 보다 강조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Morisson(2019)은 <그림 1>의 좌측 동심원과 같이 

기존에는 집, 직장, 사교모임의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

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우측의 그림처럼 공간의 경계

가 불분명해지고 융합적 특성을 갖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다양한 융

합 공간을 소개하며, 제 3의 공간에서 더 나아가 제 4의 

공간 특성에 주목한다. 제1의 공간(집)과 제2의 공간(일

터)의 결합인 코리빙(coliving) 공간의 예시로 2016년 

설립된 스타트업 <해커하우스(Hacker House)>를 소개

했다. 이곳은 10여명의 기업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숙소와 작업장을 제공한다. 코워킹 스페이스

는 제2의 공간과 제3의 공간이 결합되는 것으로 일과 

네트워킹이 동시에 강조하는 형태이다. 제 3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배치해 커뮤니티와 네트워킹의 공간을 명확

히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이 일터와 융합되는 코워

킹 스페이스에서는 카페와 식당이 업무공간의 중심에 배

치되고 지식의 교환과 상호간의 협력의 기회를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1의 공간과 제3의 공간의 결합은 코

밍글링(comingling) 공간으로, 거주자와 방문객이 교류

하고 문화 행사,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

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킹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또

한 위의 세 가지 공간들이 모두 결합된 제4의 공간유형이 

그림 1. 지식경제에서 융합적 공간의 창출

자료: Morisson, 2019: 448.



298 정수희⋅허동숙

최근 주목되는데, 파리 소재의 <Station F>와 <Stream 

Building>은 기업가와 지식 인력을 위한 공유 주거지, 

업무 공간, 식당, 바, 팹랩(fab lab) 등을 제공하며 

동일 공간에서 일-학습-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Station F>는 현재 세계적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

터로 성장하였으며, 이와 같이 지식 경제에서 혁신 허브 

조직은 복합적 기능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되 잠

재적 파트너를 만날 수 있고, 전문가 집단에 둘러싸여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tation F> 홈페이지). 

이와 같은 융합적 공간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로컬스티치는 코워킹과 코리빙 스페이스가 결

합된 사례로 입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며 때로는 협업을 

하기도 한다. 주로 프리랜서와 디지털 노마드가 많이 찾

으며, 최근에는 지점 일부에 창업 공간을 임대해주고 예

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스페이스클라우드 도시작가, 

2019).

(2) 네트워크 기반의 지역혁신의 장

창의성과 혁신은 기업 활동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로

컬단위에서는 다양한 국지적 혁신 활동에 기인한다. 

Capdevila(2015)는 도시(지역)에는 개인, 커뮤니티, 기

업 등이 생성하고 재조합하는 다양하고 분산된 지식 풀이 

존재하며, 코워킹 스페이스는 이러한 지식을 탐색

(exploration) 및 활용(exploitation)하기 위한 연결 플

랫폼으로 역할한다고 보았다. Capdevila에 따르면, 포

디즘 시대가 끝나면서 전통적인 산업 클러스터가 네트워

크로 연결되는 마이크로비즈니스의 혁신 네트워크로 대

체되는 상황 속에서 공간은 혁신 활동을 위한 물리적 플

랫폼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중개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역 클러

스터에서 기업과 조직들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

호간 네트워크 관계를 맺는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이와 

유사하게 프리랜서, 1인 기업, 대기업의 일부 기능 등이 

공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영역, 즉 마이크로

클러스터(microcluster)로 기능한다. 또는 프로젝트 기

반 업무나 구성원의 지속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일시적 

클러스터(temporary cluster)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코워킹 스페이스는 국지화된 역량을 특화·발

전시키고 해당 커뮤니티만의 무형 자산을 형성하게 되며 

더 넓게는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적 창조적 씬(creative 

scene)에 영향을 준다. 코워킹 스페이스를 네트워크 기

반 관점에서 이해할 경우, 이 공간은 협업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드롭 인(drop-in) 오피스가 아니며,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유지하고 기업 활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모

여드는 공간, 즉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정보의 순환

이 지속되는 지역혁신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Capdevila, 

2015; Gandini, 2015). 

Capdevila(2015)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커

뮤니티가 구축되고 여기의 구성원들이 국지적 혁신 동학

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설명하였다(그림 2). 코워킹 스페

이스에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선보이고 기업에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는 한편, 기업은 이 공간을 통해 기업 

외부의 지식원을 접하고 ‘로컬 버즈(local buzz)’ 

(Bathelt et al., 2004)를 경험할 수 있다. 지역 환경과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본다면,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의 

혁신 동학은 장소, 공간, 이벤트, 프로젝트 간의 상호작

용의 결과로 표현된다. 장소(place)는 공식, 비공식적 

환경에서 개인이 만나고 교류하는 장으로 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흐름을 통해 로컬 버즈를 촉진시킨다. 공간

(space)은 물리적 장소에 상징적이고 인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보완적인 역할로써, 구성원들 간에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지적 근접성에 의한 협력적 실행과 혁신의 

허브로써 기능하게 한다. 이벤트는 지역 사회와 원거리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이디어와 지식의 순환에 기

여하며, 프로젝트는 실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일반적 

형태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

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해당 커뮤니티와 지역

의 다른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육성하는 정책 시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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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최근 지역 단위에서도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유휴

공간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맞물려 지역의 혁신공

간으로서 지칭되며, 정책적 지원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다만, 코워킹 스페이스가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공존을 추구하는 만큼 정책적으

로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정형화된 모델을 구상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유기적이고 특색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

서 접근가능하다. 코워킹 스페이스가 갖는 공유경제의 

가치와 새로운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기능 

이외에도 지역 의 필요에 의해 특화된 형태로 재구성되기

도 한다. 예를 들면,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이 더해지거나, 지역이 처한 사회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Living-lab)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기도 한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

한 과소문제에 직면한 지방의 중소도시들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청년들을 결집하거나 유입하는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

고, 지역 산업을 브랜드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츠

모토(松本)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지역 산업의 개방형 혁

신을 촉진하고, 이주자 혹은 복수거주자들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며, 새로운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이주자를 불러 모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松村, 2020). 

특히, 지역혁신의 중심이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대도약 형태를 넘어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이동하

며(박종화, 2019),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맺

음, 그로 인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지역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지역

혁신이 지역 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과 긴밀하

게 연결됨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구성

원들 간의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제도 등을 통해 형성된

다. 이와 같은 사회적자본의 형성 과정은 코워킹의 개념

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가치관을 공유하

고, 그들의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한다

는 사회적이며 가치중심적인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유

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공간

을 매개로 네트워크와 평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적 자본을 형성하며, 공간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네트워

크를 연결하는 그들 간의 아비투스(habitus)를 구축한다

(Gandini, 2015). 다시 말해, 코워킹 스페이스는 지역혁

신을 가능하게 하는 코워킹의 장이고 다양한 실험의 장으

로서 기능한다. 이 공간은 지역혁신생태계의 기저로서 

창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며(정성훈, 2019),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확장의 개념에서의 혁신적 가치가 

공유되는 커뮤니티로서 기능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

이 지역 내의 창조적 행위가 가능해지는 ‘장(venue)’으로

서 공간의 역할이 다각화되며, 지역 단위에서 코워킹 스

페이스 역시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지역의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역에서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대도시형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특징

그림 2.지역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상호작용 

자료: Capdevila(2015)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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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협업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더해, 지역이 지향하는 

목표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Hillman(2008)은 코워킹의 주요동기를 외로움, 동기부

여의 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지역에서 일어나

는 일에 대한 무관심, 일과 삶의 불균형,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관심으로 요약한다. 이들 코

워커들은 그들의 필요와 흥미에 의해 유연하게 움직인다

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상호작용과 의도하

지 않았던, 우연성(serendipity)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코워커들의 속성은 로컬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외로움과 호기심, 한편으로 실제적인 

니즈(needs)를 채워 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갖춰져야 하며, 다양한 활동이 실제 작동하게 하는 콘텐

츠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지역인재의 유출방지

와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그들이 매력

을 느낄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게 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근무환경,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동료그룹과

의 만남,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역 내 네트워크와의 연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멘토의 존재, 언제든 머물 수 있는 

거주시설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코워킹 
스페이스 사례

1) 일본 가미야마정 <가미야마 밸리 새틀라이트 

오피스 콤플랙스>와 후지미정 <숲의 오피스>

일본의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徳島県 神山町)은 ‘창

조적 과소’를 지향하며 혁신적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낸 

사례로 알려져 있다. 가미야마는 도쿄에서는 600km 정

도 떨어진 인구 약 6,000명의 작은 도시로 최근 일본의 

지방 소도시로는 드물게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를 넘어서

고 있는 지방창생에 성공한 경우이다. 일본의 많은 소도

시들이 겪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과소의 문

제가 제기되던 초기부터 이 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일찌감

치 한계마을로 분류될 만큼 어려움에 처한 지역이었다

(박병훈·이현승·윤보은, 2019). 이에 마을은 ‘한계마을

(限界集落)’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과 함께 마을로 새로운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지역

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창생전략 수

립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비영리단체(NPO)인 ‘그린밸

리(Green Valley)’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가미야마

의 이주 촉진과 IT기업 유치 등을 담당하며 마을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지역이 이주민을 

선택하여 허가하겠다는 역발상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을 

주목시키는데 성공했고, 한편으로 청년층과 외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진행

했다(간다 세이지, 2020).

가미야마정의 경우, 산간 오지로는 다소 어울리지 않

을 것 같은 최첨단 IT마을을 조성하여 관련 기업의 위성

오피스를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주력했다. 지역의 문제

였던 빈집을 활용해 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위성사무실

을 조성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실험

의 장으로서 <가미야마 밸리 새틀라이트 오피스 콤플렉

스(Kamiyama Valley Satellite Office Complex 

(KVSOC))>를 조성했다. 이 공간은 주로 위성사무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입주나 아주 전에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역의 오래된 봉제공장 건물을 

보수하고, 공공(면사무소, 도쿠시마현)과 민간(그린밸

리)가 공동출자하여 조성했다. 운영은 그린밸리가 맡았

으며, 라운지 겸 사무공간, 분리형 사무공간, 다용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회의실(2)상담실, 공동부엌, 샤워실 

등이 구비됐다(간다세이지, 2020; 梅原, 2019; KVSOC 

홈페이지). 

또한, 이들이 머물며 지역을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위크 가미야마(Week Kamiyama)>가 설

립되었는데, 이 시설은 외부인들의 체류공간인 동시에 

지역민들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공용 공간으로서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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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가미야마정은 대규모 개발과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인구

의 규모를 고려하여 커뮤니티에 이질감을 줄이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했다(梅原, 

2019; 小田·遠藤·藤田, 2019). 이를 통해 위성오피스에

서 근무하는 인력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구상을 이어나가는 지역의 

창조적 삶의 방식과 문화 즉, ‘창조적 씬’을 조성한다. 

이처럼 작은 마을 단위에서 창조인력을 지역으로 유입

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는 나가노현 후지미정(長野縣 富

士見町)에 조성된 <숲의 오피스(森のオフィ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지미정은 열차로 도쿄 중심부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는 곳으로, 이 곳 역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인구 유출 문제가 지역의 과제로 지적되는 마을

이었다. 후지미정은 2014년 ｢후지미정 텔레워크타운계

획(富士見町テレワークタウン計画)｣을 수립하여 마을

이 처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행했다. 이 계획을 통해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위성·공유오피스, 2지역거주자3) 등에 의

한 새로운 근무형태를 반영하여 지역에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숲의 오

피스는 이 사업과 관련되어 조성된 거점공간이다. 이 공

간은 무사시노대학 법인의 소유인 2층 건물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무사시노대학과 연계협정을 통해 임대규약

을 맺고 정부의 지원사업 보조금을 활용해서 2015년 12

월 수도권 일대의 8개의 기업을 유치한 위성오피스로 

개관했다(小川, 2018). 

공간은 사무공간(1층 2실, 2층 6실),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식당 겸 교류공간, 회의실, 부엌, 대학용 세미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기업이 한 건물 안에 

위성오피스를 두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기업 간의 

연계, 다른 업종간의 교류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설의 관리는 지원금에 의한 

전담인력이 담당하고 시설관리, 입주기업의 대응, 시설 

내의 여러 이벤트 기획 및 운영 등은 민간 기업에 위탁하

고 있다. 이러한 위탁운영 방식은 관련된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들

이 모여 마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와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小川, 2018; <숲의 오피스> 

홈페이지).

가미야마정과 후지미정은 모두 일본 내에서도 소외된 

산간지역의 작은 마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

역은 젊은 인재와 첨단 IT기업이 모여들고 있으며, 일부

는 영구적 이주를 결정하였다. 두 지역은 공통적으로 지

역이 가진 특정 산업이나 지역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외부

인이 유입될 수 있는 적정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했

그림 3. <가미야마 밸리 새틀라이트 오피스 콤플랙스> 

전경

자료: KVSOC 홈페이지.

그림 4. <가미야마 밸리 새틀라이트 오피스 콤플렉스> 

내 회의실

자료: Kosuke Band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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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도시의 전형적인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

경으로서 로컬이 가진 기본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의 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프라 제

공을 통해 업무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역의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공간을 조성

하되, 기획과 운영은 민간에 전담 또는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 부

문의 전문 인력들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유입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창의

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 일본 오노미치시 <오노미치쉐어>

<오노미치쉐어(Onomichi Share)>는 일본 히로시마

현 오노미치시(広島県 尾道市)의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

다. 이 공간은 오노미치에서의 휴식과 삶을 누리면서 업

무를 진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향한

다. 오노미치시는 세토내해(瀬戸内海)와 인접한 자연환

경과 관광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 중소도

시들이 그렇듯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문제, 지역의 일자

리 감소 등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해안가를 따라 물류창고로 사용된 이후 

방치되어 있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

다. 이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이자 호텔인 <오노미치 

U2(Onomichi U2)>와 코워킹 스페이스인 <오노미치쉐

어>가 조성되었다. 두 공간은 도보로 1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노미치의 새로운 경

관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건물

의 안전 및 관리는 시에서 부담하고, 내부인테리어 및 운영

은 민간기업인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Discoverlink 

Setouchi)’에서 전담하여 운영 중이다. 

공간은 기존의 물류창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층

의 구조이며, 접수대, 카페, 야외테라스, 워크 플로어, 

세션 플로어, 회의실, 로커, 샤워실, 자전거 대여 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들 공간은 개방형 구조의 일체

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일부 회의 공간 등을 제외하면 

70여석의 자유석을 중심으로 한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어 타 코워킹 스페이스에 비해 유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오노미치쉐어>

가 지향하는 공간의 성격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멤버쉽 중심의 코워킹 스페이스의 기능과 함께 새로

운 근무형태이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휴식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이용요금 역시 매우 저렴한 편으로, 원화

로 개인은 월 10만원, 기업의 경우 월 50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 법인회원은 3명이 동시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이 하루를 이용할 경우 1만원의 소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부담없이 이곳을 방문

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오노미치쉐어 홈

페이지). 실제로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입주기업, 개

인 창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이용자 외에도 도쿄나 오사카 

등의 회사들이 <오노미치쉐어>에서 모여 연합회의를 진

그림 5. <숲의 오피스> 내부 및 네트워킹 행사 

자료: <숲의 오피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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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함께 워크샵 혹은 휴가를 즐기는 방식으로 이용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오노미치쉐어>는 정책적 지원을 통한 창업 인큐베이

터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민, 관광객, 외부의 기업관계

자 등이 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지역의 환경과 더

불어 워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업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관광과 

휴식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 역시 수용하고 있다. 

물론, 코워킹 스페이스로서의 기본요소로서 효율적인 업

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환경, 사무지원 서비스 등

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후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정착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인력 및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또한, 주변 관광자원(시마나미 사이클링, 

세토우치 크루즈, 낚시, 산책, 해수욕, 축제 등)과의 연계

하여 이용객들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

니스 강습 및 워크샵을 기획하여 타 업종과의 교류회를 

실시하기도 한다(<오노미치쉐어> 담당자 현장 인터뷰 자

료, 2019. 01. 08.).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는 <오

노미치쉐어>의 운영 외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

업을 시행 중이다. 지역의 특산품으로 된장(鯛味噌)을 

상품화하고 이를 지역의 빈집과 결합해 상점으로 재생한 

사업(鞆 肥後屋), 지역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담은 청

바지를 상품으로 재해석한 ‘오노미치 데님 프로젝트(尾

道デニムプロジェクト)’, 시민대학의 성격을 가진 ‘오

노미치 자유대학(尾道自由大学)’, 전통산업 프로젝트 등

을 진행하고 있다(‘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 홈페이지). 

<오노미치쉐어>는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이들과 협력하

여 코워커들이 지역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

워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에 이

주해오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

를 확장시켜 나가는 비국지적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지역의 창조적 활동이 생성되는 거점으로서 기능

하고 있다. 

3) 한국 안동시 <스페이스 마>와 홍성군 

<잇슈창고>

국내에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경우는 대체로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공유오피스, 창업지원, 지역연계사업, 커뮤니티

활동 등 한 건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공간별로 구

획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산물, 지역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추구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산약테마공원 부지에 조성된 

<스페이스 마(space ma)>는 국내 최초의 농촌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향한다. 2018년 농림부 6차산업화지구 조

성사업의 일환으로 3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일부

를 활용하여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올해로 2년차 운영 

중이다. 지역의 특산물인 ‘마’를 주제로 농업·농촌사업가

그림 6. <오노미치쉐어>의 공간 구성 및 전경

자료: <오노미치쉐어> 홈페이지;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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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 스타트업,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복합공간을 지

향하고 있다. 부지의 확보와 저렴한 지대 등의 이유로 

산약테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6차산업화

지구 사업단 소속의 운영인력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다. 공간은 위성사무

실 4석, 스타트업 분양 10석, 자유석 16석, 전용 사무동 

1동(12석)의 사무공간과 갤러리, 카페, 키친(회의실 겸

용), 마 마켓 등 홍보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IT 등에 종사하는 위성사무실 입주기업 및 지

역 내 마산업과 관련된 기업 등 총 9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입주기업들은 대부분 신

생업체로 다양한 지원과 구성원 간의 네트워킹을 기대하

며 입주했는데, 실제로는 이들 간의 네트워크는 물론이

거니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고 했다. 면소재지에 입지하여 도심에서의 방문이 잦

지 않으며, 인근 주민들도 고령으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이

벤트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 초기에는 이따금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이 진행되거나 코워커들 간의 

간단한 식사나 교류 모임 등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운영주체의 이관(6차 산업화 사업단에서 농업기술센

터로의 이관)에 따른 관 중심의 운영, 사업 예산의 제약, 

공간의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인해 공간이 추구하는 지향

점이 불투명하고 외연적 확대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예산 중 코워킹 스페

이스와 관련된 비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의 사업

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으

로 보인다. 또한, <오노미치쉐어> 등과 유사하게 위성사

무실, 자유석 공간은 조성되어 있지만 거의 이용자가 없

는 실정이다. 이는 공간 외에 이와 관련된 지원프로그램

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숙박·편의시설 등의 부재로 

인해 실제 이용에 있어 제약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스페이스마 관계자 전화인터뷰, 2020. 07. 20.). 결과

적으로 하드웨어적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의 인재들을 유입하거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제 

프로그램과 연계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공간의 기능이 확

장되거나 지속가능성을 가질 여지는 미약하다.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에 조성될 계획인 <잇슈창고>

는 행정안전부 사업에 선정되어,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 

차원의 인구유출방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외부 유

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의 귀촌을 활성화하겠다는 청

년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금강일보, 

2020.03.02. 뉴스기사). 지역에서는 복합 문화·창업공

간을 지향하여 다양한 사업을 구상중인데, 그 가운데 코

워킹 스페이스는 지역의 청년모임인 ‘홍성청년들 잇슈’

와의 연계사업의 운영, 청년정착을 위한 ‘청년 잇슈마을’

사업 등과 연계하여 거점 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홍성군, 2019).

<잇슈창고>는 <스페이스 마>와 유사하게 지역농업에 

기반을 두고 친환경 푸드 창업상품 개발을 테마로 하며, 

특히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강

조하고 있다. 위치 및 공간은 광천 대평리마을의 지역 

그림 7. <스페이스 마> 외부 전경 및 스타트업 분양 공간

자료: <스페이스 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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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창고(정부양곡수매창고)를 광천농협으로부터 무상으

로 사용하도록 협조 받은 공간을 활용한다. 홍성군과 지

역대학인 청운대학교가 협력해 지역특화 6차산업 글로벌 

청년창업가들을 육성하고, 의식주와 오감을 만족하는 체

류가 가능한 가족형 문화공간을 추구한다. 이는 잇슈워

킹펍, 잇슈놀이터, 잇슈하우스의 3가지 컨셉으로 구상중

이다. 잇슈워킹펍은 창업, 창작, 전시, 공연, 촬영스튜디

오,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는 청년 창업 공유공간과 레스

토랑, 펍 운영 및 홍성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잇슈놀이터는 놀

이터와 북카페를 결합한 친환경 실내놀이터이다. 마지막

으로 잇슈하우스는 외지의 청년들이 지역에 체류하며 창

의적인 교류와 6차 산업 중심의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쉐어하우스를 갖춘 지역착근형 창업공간으로 계획

됐다(아주경제, 2019.07.17. 뉴스기사). 

<스페이스 마>와 <잇슈창고>의 경우, 국내에서는 드

물게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형 코워킹 스페이스

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잇슈창고>는 

2020년 9월 현재, 초기 착공단계로 공표된 계획 수준에

서만 확인할 수 있기에 최종적인 결과물은 확신할 수 없

다. 그러나 이전의 스페이스 마가 로컬지향형 코워킹 스

페이스로서 간과했었던 특정 대상에 대한 타겟팅, 창조

적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용 공간

의 조성, 체류 및 코리빙 스페이스로의 융합이 가능한 

숙박시설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판단

된다. 또한, 지역 내의 청년정책과 연동하여 해당 공간이 

조성되고, 연계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해당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오는 부분이다. 물론 이

러한 계획들이 실제로 얼마나 구현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실행될지는 미지수이나, 현재로서는 공공지원의 

지역형 코워킹 스페이스로서는 드물게 지역과의 구체적

인 연계성 속에서 기획된 로컬지향형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인다.

4) 사례의 시사점

이상 내용을 통해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여 조성된 코

워킹 스페이스의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지

역기반의 코워킹 스페이스들의 구성요소 및 그 특징들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를 다시 코워킹 스페이스의 행위자(대상)과 사업목

적이라는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그림9와 같이 유형별로 

배치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가미야마정과 후지미정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과소지역으로 지역으로의 창조인력의 유입을 목표로 한

다. 두 지역은 산간마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인

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

로 마련하는 노력을 진행했다. 즉, 지역성을 고집하는 

기존의 지역단위 지원정책의 전형성을 버리고 개방적인 

태도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고려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지역

의 새로운 창조적 씬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8. <잇슈창고>로 리모델링 예정인 <대평창고> (좌), 건축계획 (우)

자료: 세계일보 2019.07.22. 뉴스기사.; 홍성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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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사례는 IT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여 텔레워크

를 위한 공간을 창출한 경우라면, 오노미치 쉐어는 보다 

유연한 공간을 지향하여 워케이션이 가능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 오노미치는 지역

에 정주인구 유입보다는 창조적인 활동의 장으로서 지역

을 접근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오노미치쉐어> 역시 

코워킹 스페이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역을 오

고가는 관광객, 관계인구들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국내의 두 사례는 일본의 사례들에 비해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스페이스 마>는 지역 특산물인 마

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연계하는 공간을 목적으로 시작

되었으며, <잇슈창고>는 농특산물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

하는 거점으로 해당 공간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스

페이스 마>의 경우 농촌형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차별성

과 지역성이 강조된데 반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 

이벤트나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기획하는 인력이나 지원

이 부족해 정체성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

다. <잇슈창고>는 <스페이스 마>가 가진 지역성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과의 네트워크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조

성 중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지역의 대학, 지역

의 청년그룹, 연계사업 등이 연계하여 함께 공간을 준비

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KSVOC 숲의 오피스 오노미치쉐어 스페이스 마 잇슈창고

출자금
공공+민간 

공동 출자
민간 임대규약 지역보조금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운영

주체

그린밸리

(민간NPO)

정부보조금 

지원인력(관리)
+

민간

(기획 및 운영)

디스커버링크 

세토우치(민간)
+

오노미치시

(관리)

6차산업화지구 

사업단

->
농업기술센터 이관

미정

(지역대학 및 

청년기업 등과 연계 

조성 계획)

공간

구성

라운지 겸 

사무공간, 분리형 

사무공간, 
다용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회의실(2)상담실, 
공동부엌, 샤워실 

2층으로 구성

사무공간(1층 2실, 
2층 6실),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식당 겸 교류공간, 

회의실, 부엌, 대학용 

세미나공간 등

접수대, 카페, 
야외테라스, 워크 

플로어, 세션 

플로어, 회의실, 
사물함, 샤워실, 

자전거 대여 공간

위성사무실, 
스타트업 분양석, 

자유석, 
전용 사무동 

사무공간과 

갤러리, 카페, 
부얶, 홍보 및 

공용공간

사무공간, 놀이공간, 
주거공간의 3컨셉을 

갖춘 공간으로의 

구성 계획

목적
위성사무실의 

인큐베이터

텔레워크 

환경 조성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유입

워케이션이 가능한 

공간 조성

지역특산물을 

테마로 

농업 및 농촌 관련 

스타트업 육성, 
청년창업자 지원 

및 유입

지역농업에 기반 

친환경 푸드 

창업상품 개발,
지역의 

청년공간으로의 

특화

지역적 

맥락

마을의 지역창생 

전략의 일부로 

필요에 의해 

순차적으로 

조성됨

후지미정 

텔레워크타운 

조성계획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됨.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

지역자원등과의 

연계를 통해 

워케이션을 

실현하는 공간 지향

국내 최초의 

농촌특화형 코워킹 

스페이스 지향함.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기획으로 

인한 지속성 

미약함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귀촌을 

유도하겠다는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됨.
지역대학 및 

청년기업과 긴밀히 

연계됨

표 3. 지역기반 코워킹 스페이스의 구성요소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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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로컬지향의 코워킹 스페이스만의 차별성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워킹 스페이스가 유행

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코워킹 스페이스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이 신사업의 

창출기지로서 이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들이 나타

나고 있다. 차별성 없는 공간의 구성과 동일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의 준비로는 지역으로 인재들을 끌어들이

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코워킹 스페이스의 과부하 속

에 가장 대표적인 코워킹 스페이스 브랜드인 <위워크> 

마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산의 감가상각이나 

투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워킹 스페

이스에 대한 선호는 이어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코워

킹 스페이스의 조성이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적 공간의 창출과 창조성의 증진에 대해 더욱 집중해

야 한다. 이는 지역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지역만의 분위기, 지역만의 

사람, 지역만의 프로젝트 등이 해당한다. 이것이 결국 

지역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창조 인력을 끌어들이는 가

장 큰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융합공간이자 지역혁신의 장으로서 코워킹 스

페이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단

순 업무공간이 아닌 지역의 창조적 거점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에서 다양한 창조적 활동이 가능한 복합적 

기능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창

업지원시설이나 공공지원의 혁신공간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약적 지원과 인큐베이팅을 주목적으로 효율성에 

의해 운영되었다. 반면 코워킹 스페이스는 커뮤니티 기

반의 관계성을 동력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이들 공간이 내부의 구성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맺음 속에서 조성되고 

지속된다. 때문에 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공론

그림 9.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여러 유형

자료: 저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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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의 기회들이 여러 이벤트

와 프로젝트 등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코리빙과 코밍글링의 영역이 결합된 복함공간으로서 기

능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운영

주체의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주도의 사

업은 때로는 지나친 개입과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의해 

코워킹 스페이스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Capdevila, 2015),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서의 

위탁 및 전담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코로나 19와 맞물려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

에서 지역의 코워킹 스페이스는 대안적 근무·여가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과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

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확산은 IT 및 프리랜서 

정도의 한정된 직종에 국한되었던 텔레워크의 근무형태

를 급속하게 확산시켰다4). 재택근무가 상당수의 직종으

로 확산되었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분산오피스를 지향하

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대도시의 혼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의 텔레워크 거점

에서 근무하는 방식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커뮤니티 내부의 정서

적 유대감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원하는 개인

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지역에서도 하드웨어적인 요소보

다는 콘텐츠와 관계성 증진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

념과 특징을 구체화하고,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코워킹 

스페이스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았다. 일본과 한국의 중

소도시에 소재하거나 계획 중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대상

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

로서의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공간을 통해 지역에는 새로운 삶과 근무형태를 희망하

는 창조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사회의 잠재력을 활용할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

과 더불어 코로나 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팬데믹 위기상

황의 도래는 기존의 정형화된 근로형태와 방식을 급속하

게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유연적인 근로 환경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업무환경은 지역에 잠재적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일예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며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출산 및 보육

정책, 인구유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창의

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고민한다면 기 추진되는 

정책 수단과 연계한 다양한 시도가 종합적으로 구상될 

필요하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이 

처한 문제, 가령 지역의 혁신역량 부족, 일자리 부족, 

활력의 감소, 고령인력의 활용 부족 등을 직접적으로 대

면하고 해결해나가는데 필요한 활용 도구가 될 수 있다. 

한편, 코워킹 스페이스가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

서 ‘코워킹 버블’이라는 비판적 경고(Moriset, 2014)와 

함께, 감염병의 확산은 ‘코워킹 스페이스의 해체 위기’라

는 양면적 위협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

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혁신과 창조성을 유발하는 공

간으로서 코워킹 스페이스의 기능은 부인할 수 없고, 유

휴공간의 활용이나 지역(로컬)의 연대 유지·회복이라는 

점에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갖는 가치지향적 공간의 조성

이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과 공간적 속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의 가능성과 의미를 

진단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기술 환경의 변화와 팬

데믹의 상황 속에서 근무형태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로컬 지향의 삶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지역에 새로운 인재를 

유입하고, 그들 사이의, 그들과 지역 사이의 다양한 우연

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또한,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안에서의 새로

운 커뮤니티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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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도시형 혁신공간은 최첨단 기업과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이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와 연결되는 지리적 장

소로 교통 접근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거, 

사무, 상업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물리적으로 밀착된 장소로 

정의내릴 수 있다(Katz and Wagner, 2014; 정미애·김형주, 

2017 재인용).

2) 광의의 범주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공유오피스에 포함되며, 

입주기업과 구성원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2004년 발표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농립산업성(農

林水産省)의 ｢반정주인구에 의한 다자연거주지역지원의 가

능에 관한 조사(半定住人口による多自然居住地域支援の可

能性に関する調査)｣에서는 2지역거주(二地域居住)란 용어

를 사용하며 이를 도시 주민이 연간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혹은 정기적, 반복적으로 농산어촌 등의 동일 지역에 체류하

는 것으로 정의했다(半定住人口による多自然居住地域支援

の可能\性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04). 이 보고서에 의하

면, 지역인구는 정주인구, 교류인구, 2지역거주, 인터넷 주민 

네 유형으로 분류된다.

4)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텔레워크, 위성

오피스, 시차근무(유연근무제)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

고 있다(KOT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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