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시대 혁신형 공간 플랜
Floating Scape Office

업무 공간, 이제 스스로 선택하세요!

오늘날 사무환경은 기존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업무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인 스마트오피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의식의 변화로 
사무환경 또한 기존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형태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자극,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태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하고, 유연성을 중시하는 형태의 오피스 
레이아웃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0~60년대 독일의
퀵 보너 팀에서 발표한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입니다.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유연성을 중시
하는 형태로 벽이나 기둥이 없이 넓게 트인 공간에 파티션이나 큰 식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간의 특성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살리는 형태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오피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 사원을 직급과 관계없이 한 층에 배치해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차후 
조직 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개방형 오피스와 최근의 스마트오피스를 구분하는 결정적
인 차이는 소통 및 유연성의 강화를 넘어 빠르게 진보하는 IT 기술의 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직원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레이아웃 배치의 개방성과 유연성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적 측면
에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직원은 직접 자신이 근무하기에
최적화된 공간 및 시간적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만족도
및 효율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업무 효율성 향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스마트 시대 혁신형 공간 플랜  ‘플로팅스케이프’

플로팅스케이프(Floating Scape)는 스마트 시대 혁신형 오피스를 구현하는
코아스만의 차별화된 공간 플랜으로, 업무의 형태, 시간대에 따른 공간의 점
유, 레이아웃과 가구의 형태, 정보기술의 이용 등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사무
공간과 구별되는 혁신형 오피스를 만듦으로써 개인의 업무능력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지향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혁신형 오피스 환경의 변화는 더욱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구조에
적합하고, 인간 공학적 관점에서 업무 및 직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구조를 반영하여 업무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로팅스케이프가 가지는 핵심적 공간 특성 4가지입니다.

Floating Scape

플로팅스케이프(Floating Scape)

물리적 공간에 묶여 있었던 전통적인 사무환경에서 진화해 사용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물 흐르듯 유동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살아 숨 쉬는 활기찬 사무환경을 제안하는 코아스의 혁신형 공간 플랜입니다.



1. IDENTITYㅣ정체성

개인이나 조직 또는 기업이 갖는 고유문화 요소

공간적 상징물 혹은 환경 구성물 등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 기업이 갖는 고유
한 문화를 표출하고, 창의적 업무공간에서 조직문화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를
공유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을 확립합니다. 

2. INTEGRATIONㅣ통합성

특정 영역을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간 흐름

유목적 사고에 의한 공간의 흐름은 개인 업무공간과 회의, 휴식공간의 경계를
두지 않고 업무공간 안에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창의적 발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INTERCHANGEㅣ가변성

가변 구조 및 주변 환경, 목적성, 사용빈도 등 복합적인 환경 수용

구성원과 조직 간의 효과적 융합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되며 정주 개념으로
서의 공간이 아닌 필요와 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트랜스폼(transform) 되는 
오피스 환경의 진화를 말합니다.

4. INTERESTㅣ유희성

다양한 색채, 소재 등을 이용 오감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환경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업무 환경을 위한 시각적인 재미, 오브제적 연출 
방법은 개성 있고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냅니다. 구성원의 직 .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업무의 지루함을 덜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스마트 시대 혁신형 사무환경 지원을 위한 4가지 특성

플로팅스케이프 공간 특성

 

현대의 창의적인 업무공간은 디지털 기술사회의 정보화와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술적인 발전 등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앞서 살펴본 새로운 개념의 업무공간과 특성들이 생겨
났으며 이는 업무 형태 . 유형의 변화를 일으켜 창의적인 업무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로팅스케이프는 위 4가지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공간, 회의공간, 지원공간 등 3가지 공간 구성과 기업과 구성원의 다양한
업무 형태와 니즈에 맞는 다양한 워크스타일도 함께 계획됩니다.



코아스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다양한 업무 스타일을 면밀히 분석해 업무 유형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Work Space, Collaboration Space, Support Space 등 
스마트오피스 환경에서 가장 핵심인 3가지 스타일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통과 협업, 개인 공간 등 각각의 공간이 가지는 개방성 정도와 
사용 목적, 인원에 따라 16가지 업무 스타일로 세분화됩니다.

Open Office

Meeting Area

Closed Office

1. Team Work
복수 인원의 협업을 지원하는 일상 집중 업무 공간입니다.
높은 개방성과 자유로운 소통 환경이 강점이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2. Cubicle
개인 몰입 환경에 집중한 1인 밀폐형 업무 공간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법무, 연구, 개발 등의 직무에 적합합니다.

3. Touch Down
개인을 위한 열린 작업 공간으로, 신속하고 일시적인 업무에 활용됩니다.
주로 영업, 판매 등의 유연한 직무에 적합합니다.

4. Lounge
휴식과 접객, 업무 등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공간입니다. 
즉흥적이면서 편안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8. Small
4인 미만의 소규모 단위의 인원이 협업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개실 형식으로 구획 시 기밀 회의나 면담에 유용하고 집중 업무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9. Medium
6~8인 규모의 회의실은 국내 오피스에서 가장 많이 계획되는 회의 공간입니다.
IT 기기의 사용이 용이한 가구류를 기본 구성합니다.

10. Large
10인 이상 규모의 회의실은 보통 정기 회의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TFT룸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11. Assembly
세미나, 집회, 연회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업무, 회의, 휴식 등 
기본 오피스 공간 외에 별도로 구성되며, 반(半) 고정 형태를 차지하는 공간 형태를 보입니다.

5. Focus 개인만을 위한 독립된 작업 공간으로, 단시간 몰입이 필요한 업무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6. Counseling
가벼운 미팅 및 상담에 적합한 공간으로 최소의 가구 구성만으로 구획하여, 
최적화된 상담 환경을 제공합니다.

7. Executive 중역을 위한 1인 개실형 업무 공간으로, 높은 보안성과 개인 몰입 환경을 제공합니다.

WORK SPACE

COLLABORATION SPACE

업무 형태에 따른 워크스타일 16

플로팅스케이프 공간 구성



Emotional Area

Functional Area

12. Relax Room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조직 구성원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재충전과 함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이뤄집니다.

13. Book Cafe
서적, 잡지 등을 비치하고 활용하며 학습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공식적 상호작용과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집니다.

14. Cafeteria
간단한 티타임 등을 통해 가벼운 휴식과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공간입니다.
방문 대기 공간이나 짧은 미팅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5. Locker Room
자주 사용되는 파일, 문서 등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적인 공간입니다.
오피스 내 수납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16. OA Room
스캔 및 인쇄를 위한 별도의 공간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SUPPORT SPACE

Closed Space

Open Space

Along WithPersonal

1. Team Work

6. Counseling
2. Cubicle 8. Small

4. Lounge

10. Large

12. Relax
14. Cafeteria

16. OA Room

7. Executive

3. Touch Down

9. Medium

5. Focus

11. Assembly
13. Book Cafe

15. 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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