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키친은 f&b 스타트업이 제품 개발과 인큐베이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유 주방 브랜드입니다. 높은 업무 효율을 위한 키친 환경과 브랜드 멘토링 서비스, 

그리고 넥스트 커뮤니티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보세요.  

- 유니언워크 오피스 데스크 지원 (30만원 상당)

ABOUT 

NEXTKITCHEN

오피스 시설 제공

NEXT
CREW
넥스트크루

FOOD 
MAKER
푸드메이커

NEXT
CHEF

넥스트셰프

NEXT
PARTNER
넥스트파트너

모기업 (주)유니언플레이스
F&B운영본부, F&B연구실, 
브랜드전략실, 디자인 팀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중인 셰프들로 구성된 
넥스트키친의 커뮤니티 멤버쉽

모기업 (주)유니언플레이스와 
협력관계의 부동산 소유주 
및 투자자



넥스트키친에서는 3-Point Process(공유 공간 제안, 멘토링 서비스, 확장)를 통해 

F&B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제품 개발(품평회, 세미나 

등), 위생교육, 재고관리, 

원가계산 등 푸드메이커

들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 

지속적인 멘토링

멘토링 서비스 사무 지원

부동산 네트워크 커뮤니티 플랫폼 형성

F&B컨설팅 브랜딩

넥스트키친의 멤버십, 
넥스트셰프들의 전문적
인 F&B컨설팅 제공 
(유료)

모기업 유니언플레이스의 
브랜드전략실 또는 외부 
브랜딩 전문가들과 연결 
(유료)

매출 비용 분석, 데이터 

분석,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업무 지원

모기업 유니언플레이스의 

부동산 파이프라인을 

통한 확장

넥스트키친에서 콘텐츠가 

필요한 대상들이 모인 

플랫폼 형성을 통한 확장 

MENTORING 
SERVICE

EXTEND

3 POINT PROCESS

MENTORING SERVICE

넥스트키친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TEND

넥스트키친은

확장을 지원합니다. 

INTERSPACE

넥스트키친은

공유 공간을 제안합니다.



라운지(홀)

푸드 스튜디오

개별 주방

루프탑 (실내)

내방 고객을 위한 식사 공간 (약 30석 규모)

F&B콘텐츠 제작을 위해 마련된 독립 공간

약 5-7평의 독립된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내방 고객을 위한 식사 공간 약 30석 규모

개별 주방 기본 설비 후드 시스템  /  냉난방시스템  /  2구 화구  /   낮은 화구  /  2조 싱크  /

작업대 2개  /  4단 선반  /  45box 냉장냉동고  /  개인 수납장

SPACE

EXTEND

넥스트키친은

확장을 지원합니다. 

SPACE



9F  l  union maru
Roof-top lounge

8F  l  upflo house
Share house

7F  l  upflo house
Share house

6F  l  upflo house
Share house

5F  l  union work
Co-working office

4F  l  union work
Co-working office

3F  l  next kitchen
Shared kitchen

2F  l  joyland
English cafe

1F  l  Sullivan
Bakery cafe

B1F  l  Upfit
Fitne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1

넥스트키친

02.2679.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