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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독은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사할 
SPDG의 첫번째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창작이 흐르고 영감을 나누며 사색을 즐기다.” 

SPACEDOG

SPACEDOG STUDIO 



SPACEDOG STUDIO : 위치 특성

서대문구 연희동 194-25번지 (연희 IC 부근) 신촌역 버스 10분 거리 / 홍대역 버스 11분 소요 

- 연희동은 특색 있는 맛집과 카페, 상점이 곳곳에 위치합니다. 
- 골목을 걷다 보면 한적한 동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연희동과 연남동의 사이에 위치해 많은 창작자들과 교류하기 용이합니다.



SPACEDOG STUDIO : 층별 공간 소개

B1 SPACEDOG CINEMA 영화관 08월 중 준공 예정 오픈일 미정

1F SPACEDOG CAFE 카페 06월 말 준공 예정 09월 초 오픈 예정

2F SPACEDOG CAFE 카페 & 다목적 공간 06월 말 준공 예정 09월 초 오픈 예정

3F SPACEDOG STUDIO 멤버십 작업공간 05월 초 준공 완료 06월 시범 운영 시작

4F OFFICE 사무실 04월 초 준공 완료 1개사 입주 완료

RT ROOFTOP TERRACE 루프탑 테라스 07월 중 준공 예정 08월 중 오픈 예정

스페이스독 건물은 2020년 03월 준공 허가를 받은 신축 건물입니다. 



ABOUT SPACEDOG STUDIO

연희동 토박이이자 콘텐츠 기획자로서 
동네에 창작자들을 위한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스페이스독에서 밸런스 있는 작업 라이프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스페이스독 3층에 위치한 SPACEDOG STUDIO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작업공간입니다. 
콘텐츠를 다루는 창작자, 회사를 위한 쾌적한 프라이빗 오피스 4개실, 공용 시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한재 대표

1400*800*720

실제 옥상 뷰 입니다.



24/7 운영

보안 시스템

보안 출입카드 제공

미팅룸 이용

초고속 인터넷

냉 난방

복합기 사용

정수기 사용

CAFE SPACEDOG
1인당 월 10잔 무료
(이후 30% 할인)

클리닝 서비스

사업자 주소지 등록

촬영 스튜디오 이용

MEMBERSHIP SERVICE : BASIC 입주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Hanjae Lee
(아메리카노 기준) �

Hanjae Lee
구글 캘린더 통해 예약�



입주 멤버 간 
협업 제휴 제안

스페이스독
굿즈 제공

영화관 오픈 시 
1인당 월별 무료 티켓 

2매 제공

스페이스독 
주최 행사 

무료 초정 혹은 할인

2층 공간 대관 할인
(용도에 따라 협의)

MEMBERSHIP SERVICE : SPECIAL 입주 멤버들에게 제공되는 스페이스독만의 서비스입니다. 



ROOM TYPE : 301호

개요 구비 시설 이용료 

도어락으로 시건된 프라이빗 오피스   4인

남향의 방에 스며드는 햇빛과 함께 작업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05.20에 촬영되었습니다. 
창은 반사 필름이 부착된 삼중유리로 맞은 편 건물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원   2인-4인 

평수   5.3평

추천 대상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 

편집자 등 창작자 팀

4인 규모의 콘텐츠 회사 

스타트업, TF

퍼시스 사무용 데스크 X4 

3단 이동식 서랍 X4

T50 사무용 의자 X4

수납장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월 이용료 1,000,000 원

기본계약기간   3개월

장기계약시 할인

6개월(-5%), 12개월(-10%)

1400*800*720

1400*800*720

Hanjae Lee
1,250,000원�



ROOM TYPE : 302호

개요 구비 시설 이용료 

도어락으로 시건된 프라이빗 오피스   4인

쾌적하고 내부, 정렬된 자리에서 업무에 집중하다 빈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원   4인 

평수   6.7평

추천 대상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 

편집자 등 창작자 팀

4인 규모의 콘텐츠 회사 

스타트업, TF팀

퍼시스 사무용 데스크 X4 

3단 이동식 서랍 X4

T50 사무용 의자 X4

수납장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휴게 가구

월 이용료 1,300,000 원

기본계약기간   3개월

장기계약시 할인

6개월(-5%), 12개월(-10%)

1400*800*720

1400*800*720

빈백X2

위 사진은 05.20에 촬영되었습니다. 
창은 반사 필름이 부착된 삼중유리로 맞은 편 건물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Hanjae Lee
1,500,000원�



ROOM TYPE : 303호

개요 구비 시설 이용료 

도어락으로 시건된 쉐어룸 내 프라이빗 데스크   4인

실별 계약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 데스크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원   4인 

평수   5.59평

추천 대상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 

편집자 등 창작자 팀

1인 스타트업

프리랜서

퍼시스 사무용 데스크 X4 

3단 이동식 서랍 X4

T50 사무용 의자 X4

수납장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월 이용료 225,000 원

기본계약기간   3개월

장기계약시 할인

6개월(-5%), 12개월(-10%)

1400*800*720 데스크 1개 기준

위 사진은 05.20에 촬영되었습니다. 

Hanjae Lee
 247,500원�



ROOM TYPE : 304호

개요 구비 시설 이용료 

철저한 방음 & 흡음 시공이 된 스튜디오   1인

아늑하고 쾌적한 작업실에서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원   1인 

평수   3.07평

추천 대상

뮤지션

유튜버

영상 편집자

퍼시스 사무용 데스크 X1 

3단 이동식 서랍 X1

T50 사무용 의자 X1

수납장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1인 쇼파

월 이용료 700,000 원

기본계약기간   3개월

장기계약시 할인

6개월(-5%), 12개월(-10%)

1400*800*720

위 사진은 05.20에 촬영되었습니다. 



SPACEDOG STUDIO : 공간 소개

특이사항

O.A ZONE

복합기
각종 사무 용품 구비

화장실
정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냉난방시설
엘레베이터

6인 정원
프로젝터, 스크린 구비

호리즌 스튜디오

기타 공용 시설 미팅룸 촬영 스튜디오

공간 사용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세요.

편의 시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카페 & 다목적 공간 우주를 모티브로 행성의 물질을 구현한 카페 겸 다목적 공간입니다.
듁스커피와 원두 계약을 맺었으며, 2층에는 프로젝터와 음향 시설, 무빙월이 구비돼있어 여러 이벤트가 가능합니다.  

SPACEDOG : CAFE SPACEDOG 1F-2F

본 이미지는 2층에 대한 3D 시안입니다.



현재 옥상 테라스는 공사 중으로 위 사진은 샘플 사진 입니다.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옥상 정원

SPACEDOG : ROOFTOP TERRACE

옥상은 지구의 푸름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과 사색의 공간입니다. 
안산과 연세대, 멀리 북한산까지 보이는 뷰 맛집입니다. 

현재 루프탑 테라스는 공사 중으로 위 사진은 샘플 사진입니다.



SPACEDOG STUDIO : 이용안내

PROCESS

CONTACT

06월 : 시범 운영 / 이용료 무료 
07 - 08월 : 가오픈 / 이용료 50% 할인
09월 - : 정식 오픈 / 계약시 협의한 이용료 적용 

문의 사항 및 방문 투어 예약은 다음 정보로 연락주세요.

월별 이용료 적용06/09 - 06/12 : 현장 공사 사정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방문 투어 계약 조건 
협의 계약서 작성 예치금 입금

(전체 이용료의 1개월분)
입주 준비 기간

(1주)
이용 시작

SPDG 이사	 	 	 이재석

010. 5737. 5250 
jaeroi@spacedog.co.kr

SPDG 대표	 	 	 이한재

010. 6238. 3813 
perro@spacedog.co.kr



COMPANY OVERVIEW

법인명     주식회사 에스피디지 / SPDG, inc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94-25

파트너십 

(주) 21스튜디오 : 4층 입주사, 스토리 IP 기획/개발사

COV STUDIO : 인테리어, 브랜드 디자인

허블 : SF 서적 전문 출판 브랜드

설립자    서기분 ((주)이화유니폼 대표)

이한재 대표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현) SPDG 대표 / (주) 21스튜디오 부대표

(전) 공연장 ‘왓에버’(현 '벨로주 홍대') 대표

(전) 연희동 위치 공유 작업실 운영 경험

(전) 콘텐츠 크루 '홀린' 대표

이재석 이사

(현) SPDG 이사

(전) 패션 기업 ‘빌딩’ 디자이너

(전) 카페 ‘커피인동화’ 창업 및 운영



THANK YOU

  instagram. @spacedog.official     tel. 010.7546.2135
contact.  info@spacedog.co.kr  

194-25, Yeonhui-dong, Seodaemun-gu, Seoul,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