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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유오피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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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유오피스 현황 (2018.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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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공유오피스지점수는 190개이며 총 임차면적은약 30.8만m2임. 
그 중 임차면적 기준으로 절반 이상인 52%가 강남권역에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역(GBD)에 가장 많은 공유 오피스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CBD, Others, YBD

순임.

지점당 평균 임차면적은 CBD가 3,562m2로 GBD(1,601m2)대비 2배 이상 많음.

• CBD에 오픈한 공유오피스의 경우 층당 넓은 면적을 보유한 A Grade 오피스빌딩 위주로 임차한 반면 GBD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인 중소형빌딩에 임차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CBD에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주로 밀집해 있고

GBD는 IT 및 스타트업이 주로 밀집해 있어 이러한 권역별 주 수요층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권역별 A Grade 오피스빌딩 내 공유오피스 증가 추이를 보면 CBD에서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기준 CBD 내 공유오피스 전체 임차면적의 약 73%가 A grade 빌딩에 임차하고 있음.

190 24 100 10 56지점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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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유오피스 현황
운영주체 및 주요 브랜드

아시아주요국가별 공유오피스운영주체 비중 Major Providers

국내 공유오피스시장은 전체적으로 소수의외국계 브랜드가 많은 면적을 임차하고있으며 국내업체는다수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소규모 면적을 임차하고 있음.
• 권역별로 살펴보면 CBD는 WeWork, Regus, TEC 등의 영향으로 외국계 비중(임차면적 기준)이 높은 반면, GBD는 패스트파이브, 대기업 계열사 공유오피스들의 영향으로 국내업체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또한 Others의 경우 르호봇, 씨티큐브 등이 집중적으로 출점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특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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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우 국내 공유오피스업체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국내와 외국계 업체의 비중이 비슷함.
• 인도에서는 Awfis가 50개 지점 약11만m2를 운영중이며, Smartwork(9.3만m2), CoWorks(5.6만m2)와 같은 국내업체들이 WeWork와 경쟁중임. 중국의 경우 71개 지점을 운영중인 중국본토 스타트업기업

Ucommune이 1위 업체로서 강세를 보임.

•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국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 1위 사업자인 WeWork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WeWork가 진출한 APAC국가 중 한국은 인도와 함께 2위로

시장규모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함. 국내업체 중에는 Fastfive가 대표적 경쟁사 이지만 임차면적은 WeWork 대비 1/3수준에 불과함.

(임차면적기준(2018.1Q), %) (2018.1Q기준, %)

국내

외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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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드림플러스63과 스파크플러스를 시작으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공유오피스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LG서브원의 플래그원,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SI랩, 태평양물산의
넥스트데이, 드림플러스 강남 등이 론칭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임차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자본력을 활용하여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는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거나 기업의
계열사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른 공유오피스들과 차별성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공유오피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산업 및 특정그룹을 타겟으로 하는 공유오피스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Customized 특화전략을 통해 공유오피스 시장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음.

대기업&중견기업
공유오피스

서울 공유오피스 현황
트렌드

국내대기업&중견기업공유오피스 확장양상

Co-Work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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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3,334 

26,477 

2016 2017 2018

상호명 지점수(개) 기업명

드림플러스 2 한화생명

스파크플러스 5 아주그룹

스튜디오블랙 1 현대카드

플래그원 1 LG서브원

넥스트데이 1 태평양물산

SI랩 1 신세계 인터내셔널

합계 11

(단위: m2)

TARGET형공유오피스증가

공유오피스시장이 급속하게확장되면서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또한 공유오피스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 및 타겟 맞춤형 공유오피스들이증가하고 있음

• 작업실, 전시공간 제공

• 아티스트들간 협업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연결

• Ex) 아트업서울

• 스튜디오, 수선실, 물류창고 등 제공

• 동대문 근처에 다수 분포

• 패션행사, 강연, 네트워크 파티

• Ex) 무신사스튜디오, SI랩

• 모형제작실, 전시실 제공

• 건축행사, 강연, 네트워크 파티

• Ex) 에이라운지

• 1일 이용 가능하며 비지정좌석제

• 업무공간이 카페처럼 오픈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노마드 :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일하는 디지털 유목민

예술가특화 공유오피스 패션업특화
공유오피스

건축 특화
공유오피스

디지털노마드* 공유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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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전망 및 시사점

ㅣ공격적인출점 및 신규 업체 등장으로 양적 확장 가속화

· 주요 공유오피스 브랜드가 강북에 잇따라 지점을 오픈한데 이어 홍대, 성수 등 부도심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그리고 이어 지방으로까지

공유오피스가 확장하고 있음 . 내년에 부산에 '위워크 '가 2~3개의 지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스타트업 협업공간을 표방하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 론칭한 '패스파인더'는 올해 초 2호점을 오픈하며 확장을 거듭하고 있음.

· 현재 공유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회 트렌드 변화에 잘 소구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양적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벤처기업 육성법이

개정되며 벤쳐캐피털을 통해 투자유치가 용이해지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미 존재하는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방식으로

트렌드화 되어가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유오피스 확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출점경쟁이 오피스 빌딩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공실이 거의 없는 강남권역 오피스빌딩의 경우

공유오피스 출점을 위한 대기수요를 만들어내며 임대인으로 하여금 예정에 없던 임대료 상승을 야기시키기도 함.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사회 전체적 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ㅣ틈새시장공략,시설/디자인의다양화 및 고급화를 지향하는 등 질적 확장 추구

· 산업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며 자신만의 색깔과 정체성으로 무장한 공유오피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위워크 , 패스트파이브 등이

거대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공유오피스 산업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최근에는 여성, 패션, IT등 특정 계층 및 산업 등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공유오피스가 생겨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자본과 인력으로 운용되는 공유오피스의 경우 이러한 블루오션 개척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신규 공유오피스의 출점 시 해당 업무권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의 관련성이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면 강남권역은

소규모 스타트업의 수요가 높은 만큼 공간 구성 시 작은 면적의 공간들을 주로 배치하는 한편 도심권역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 등 규모가 큰

회사가 밀집해 있어 이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넓은 면적의 독립 오피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성하는 형식임.

· 마지막으로 문화적 감수성이 뛰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경제활동의 전면에 부상하면서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표방하는 공유오피스 역시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내부 부대시설 및 디자인의 다양화 및 고급화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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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hman & Wakefield is a leading global real estate services firm that delivers 
exceptional value by putting ideas into action for real estate occupiers and owners. 
Cushman & Wakefield is among the largest real estate services firms with 48,000 
employees in approximately 400 offices and 70 countries. In 2017, the firm had 
revenue of $6.9 billion across core services of property, facilities and project 
management, leasing, capital markets, advisory and other services. To learn more, 
visit www.cushmanwakefield.com or follow @CushWake on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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