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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의 개발거버넌스 
구조와 특징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허정화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초국적기업이 참여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의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를 사례로 하
여 프로젝트의 지리적·제도적 배경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이해관계 및 갈등구도에 주목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인 프로젝트의 기획과 토지 공급 및 매
각 등 개발과정에서의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기간의 
개발프로젝트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단계별 특징과 거버넌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추진된 메가프로젝트와는 달리 초국적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행위주체들이 중요 의사결정자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버넌스구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효율성의 
추구 및 합의 도출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계화의 측면에서 본다
면 도시개발에서 초국적 기업이나 자본의 일방적인 국내 진입이 아니라 지방정
부와 민간기업 등 로컬 행위자의 내재적 욕구와 수요가 조응하여 프로젝트가 기
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의 주요 이해관계와 갈등구조는 다차원적이었다.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초국적 개발시행사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미국계 부동산서비
스 업체인 게일사와 국내 민간기업인 포스코건설, 그리고 NSIC 와 국내 금융회
사들 간 각각 상이한 갈등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구
조와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프로젝트의 내 외부 
환경 변화와 이행 단계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라 거버넌스의 구조 
및 성격도 변화해왔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초기 기획을 위한 합의 도출과 협력
적 거버넌스에서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의 지연 및 기업유치 부진 등의 리스크
증가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관리적이고 공식적인 
거버넌스 모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간
적 스케일에서 활동하며,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주요 행위주체들
은 프로젝트 단계별로 활동 목표에 따라 초국가적, 국가적 그리고 지방적 스케
일을 오고가며 활동하는 다중 스케일 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포스
코건설의 경우 국내 업체이지만 개발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 미국의 부동산업
계와 연계하여 활동하였고, 시공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협의하고 처리했다. 미국 기업인 게일사의 경우 다양한 글
로벌 생산자서비스 업체들과의 함께 한국 내 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송
도국제업무단지 내 기업유치 및 도시마케팅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상
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중스케일 행위자의 특징을 보였다.

넷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PF 방
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공사의 신용보강
에 의한 단기 기업대출의 형태였으나 점차 보유 자산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자
본시장으로 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증권화의 특징이 나타났다.



최근 2013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주요 자산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은
행 및 증권사, 보험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증권화 방식을 통해 개발 자금을 확보
하였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의 부동산의 증권화 및 금융자본과 공
간의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로 보인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사례로 한 본 연구는, 오늘날의 도시개발 메가프로
젝트는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며, 특히 초국적 기업과 글로
벌 생산자 서비스업체의 활동과 지방정부기관 및 금융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주도형 메가프로젝트의 실행구조와는 차별점을 보인다는 특징
을 찾아냈다. 즉, 부동산의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기업과 자본이 국내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다양한 도시개발 전략과 파이낸싱 방식을 도입하여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프로젝트 구조와 조직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간기업과 도시 및 중앙정부 간, 국내외 
기업 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자와 금융권 간 등 다양한 주요 행위주체들이 프
로젝트의 쟁점들을 두고 갈등을 빚고 또 협상과 권력 수단의 활용을 통해 협력
하거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역동적인 거버넌스 과정이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러한 과정이 공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본 연구
는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초국적 메가프로젝트, 거버넌스, 신자유주의,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
업무단지, 다중스케일 행위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지리  

학번 : 2008-3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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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국가 및 도시정부들은 공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공간개발 전략 중 하나로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들이 활용하고 있다. 과거
에도 대형 개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및 도시개발 전략이 시행되었
으나, 이들은 대부분 국가와 공공 부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구 
주요 국가들의 철도, 도로 및 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산업 정책과 경제개발 계획 등 공공부문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Miller and Lessard, 2000). 우리나라의 경우도 발전
주의 국가시대의 메가프로젝트들은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중앙정
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전후 국제지원금에 의해 추진되었
던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기반시설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이나 신도시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들도 국가주도로 중앙정부 및 공공 시행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세계화와 도시화의 가속화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
라 이러한 메가프로젝트에 민간 영역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참여주체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 공황과 탈산업화, 국가 재정위기 등에 이
어진 신자유주의 기조의 도시개발에서는 자금 및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의 자원
동원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이나 기업주의 도시
(entrepreneurial city) 등이 개발의 주요 방향이 되면서 대형 SoC 및 도시개
발 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일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부분의 메가프로젝트들은 그 계획과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중
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개발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자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메가프로젝트는 추진 배경과 규모, 영향력 
차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산업정책과 경제개발 계획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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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동시에 대규모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Miller 등(2000)은 수력발전, 도로, 다리 및 터널 등의 
60여개의 메가프로젝트를 분석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메가프로젝트에는 평균 
7~8개의 참여주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규모와 공간에 대한 영향력 측
면에서 공간구조의 형성과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학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새로운 공간의 개발과 형성에는 기존 국내 대기
업이나 건설사 외에도 초국적 금융자본 및 해외 부동산개발업체의 관심과 영향
력도 커지고 있다. 이들 초국적기업과 부동산 자본들은 메가프로젝트에 주요 의
사결정자로 참여하여 자본의 수익성 등의 목표를 도시개발과 공간 계획에 반영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부문의 정책 목표와 일부 상치
하면서 구조적 갈등이 발생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지역의 국가 및 도시정부들은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 아래 초국
적기업 및 자본의 유치를 위한 새로운 도시공간의 개발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
한 현상에 대하여 Harvey(2009)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축적되고 있는 잉여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주요한 장으로 ‘도시화’를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거의 모
든 도시들은 자본주의적 잉여자본을 흡수하기 위하여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세계화의 진행으로 초국적 자본의 흐름에서는 국가
적, 지방적 차원에도는 그러한 자본을 공간에 고정시켜 자국의 자산화하려는 시
도로 도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즉, 세계화시대의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자국
의 도시 및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들 초국적 금융자본과 기업들을 적극 활
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메가프로젝트를 주도해 오던 정부 및 공공부문 외에 초국적 기업과 초
국적 금융자본의 메가프로젝트 참여는 프로젝트의 주요 이행과정과 속성에 영향
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화 시대에 대부분의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
에는 기존 메가프로젝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중앙 및 지방정부 등 지
역 내 공공부문 외에도 초국적기업과 국내 민간기업 (금융사, 건설사, IT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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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환경단체 및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며, 이들 주요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이해관계와 갈등구
도 등은 프로젝트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김용창(1998)등
은 부동산의 세계화와 부동산서비스업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부동산의 개발금융
과 자본시장의 밀접한 관계형성’과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새로운 초국
적 조직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하고, 도시 및 공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위주체들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세계화 시대의 대규모 부동산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초국적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금융권이 프로젝트의 주요 행위주체로 등장하여 기존 행위주체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행위 주체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목표 달성을 우선 
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이들의 조정은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활동이 되고 있다. 즉, 
프로젝트 진행과정 중 주요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거버넌스 과정의 역학은 프로
젝트의 성공적인 이행과 목표 달성에 주요 기저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주요 행위주체들 사이에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와 갈등구도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이행과 성공을 위한 협상 및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공간 개발의 주요 전략으로서 메가프로젝트
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거버넌스 과정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주요
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메가프로젝트 연구에서 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거의 다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형성과 특징은 도시개발 계획 및 개발, 운영과정 등에 변
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도시 정부나 공공부문의 입장에서는 도시화 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무분별하고 부정적인 방식의 개발에 대한 규제와 초국
적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에서 시행이익이 과도하게 국외로 유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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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막기 위한 정책 개입과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이행에
서 공공부문의 직간접적인 참여 및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
으며, 각 국가나 중앙/지방정부 등 개발주체가 처한 경제, 사회 및 정치적 환경
의 변화에 따라 그 참여 및 개입의 정도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과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영역의 주요 행
위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분담, 기능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한 거버넌
스 활동이 성공적인 도시개발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활동이 된다는 것이다.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정부 주도적 정책 이행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상호의존적인 활동으로서의 거버넌스의 과정과 특징은 도시개발 프
로젝트의 주요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과 재
개발관련 연구 등에서 중요한 지리학적 연구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도
시개발이나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거버넌스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거
버넌스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관계자간의 관계 형성 및 네트워크의 유
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구양미, 2008; 이경진, 2011). 기존 연구들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위주체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구도 등의 거
버넌스 형성과정과 변화 등이 공간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제
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를 사례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국적 개발사업자와 자본,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기업 등 주요 행위 주체들의 
역할과 특징, 주요 개발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형성된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이 
도시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초국적기업과 자본이 참여하여 국내에서 시행되는 메가프로젝트의 이행과 
주요 이슈관련 의사결정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 주체들 간에 형성된 
거버넌스 체계와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메가프로젝트들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목표에 따라 해결해야하는 주요 갈
등과 이슈들이 변화하게 되며 또한 프로젝트의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예상하지 않은 이슈와 갈등이 새로이 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단계
별 주요 활동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구조와 조정과정 등 거버넌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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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행과정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고 이 과정은 새로운 공간의 형성에 영
향을 주는 주요한 동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연구 질문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세계화 환경에서 초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의  
           특징과 주요 행위주체들의 역할 및 이해관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프로젝트 진행 단계별 주요 목표와 내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은 무엇인가?  

위의 두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세계화 시대의 초국적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거버넌스 과정의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한
다. 즉, 메가 프로젝트의 주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에 형성되는 거버
넌스 구조와 그 변화과정이 프로젝트 이행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함으로써 대형 도시개발프로젝트에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
다. 이는, 향후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기타 메가프로
젝트의 이행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각 프로젝트에 적합한 거버
넌스 체계수립과 이행에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연구와 내부 자료 분석, 
참여관찰,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 및 전화인터뷰 등의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였
다. 우선, 기존 문헌과 이론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
젝트의 성립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개발 방식과 관련된 주요 도시
개발 전략과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국가의 공간적 전략으로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초국적기업과 자본의 이
동에 따라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 및 도시정부들의 개발 전략과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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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메가프로젝트가 가진 일반적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시개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논증하
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와의 관계선 상에서 이들 메가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 필수적인 활동인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지리의 연구동향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대한 선행연
구를 통해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의 특징과 거버넌
스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이론 및 지리학과 
도시개발연구에서 진행되었던 거버넌스 관련 사례들을 통해 도시개발 분야의 거
버넌스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특징에 
대한 논의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업 및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관련 내부 자료 분석 등 정성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내부 이행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내부 관계자의 심층인터뷰는 2015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자료 요청과 인터뷰는 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주주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의 주요 임원들과 운영사인 GIK의 설계, 재무 및 마케팅 담당 임원들, 자회사인 
유라이프솔루션즈의 임원,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관련 업무 담당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발생했던 주요 이슈와 그 의
사결정 과정 등을 다룬 회의자료 및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여 자료화 하였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개발관련 주요 내부 자료들은 GIK의 임원 및 실무자, 
IFEZ 실무자, 그리고 자회자인 유라이프의 임원과 실무자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일부 언론자료와 홈페이지 자료들도 사용하였다.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발생했
던 주요 이슈와 그 의사결정 과정 등을 다룬 회의자료 및 관련 문서 등을 분석
하여 자료화 및 활용 하였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개발관련 주요 내부 자료
들은 GIK의 임원 및 실무자, IFEZ 실무자, 그리고 자회자인 유라이프솔루션즈
의 임원과 실무자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일부 언론자료와 정부부처 홈페이지 자
료들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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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구성 및 연구흐름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연구 목적 및 방법에 이어 2장에서는, 신자유주의 도시개발의 특징, 메
가프로젝트와 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및 도시개발에서의 거버넌스 연구동
향 등을 살펴보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을 파
악하기 위한 연구주제와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속해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송도
지구(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지리적 개요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립배경과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개발전략과 특징 등을 토지이용 및 주요 프로젝트
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

소속 주요역할 프로젝트 참여기간

1 GIK/Gale 임원 2000~현재 

2 GIK/포스코건설 임원 2002~2015

3 GIK/포스코건설 임원 2000~2008

4 GIK 임원 2004~현재

5 GIK/포스코건설 법무 2006~현재

6 U-Life/포스코건설 임원 2005~현재

7 IFEZ 투자유치 2003~현재

8 GIK 임원 2004~현재 

9 GIK/포스코건설 임원 2007~ 현재

 
<표 1-1> 주요 심층 인터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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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행위주체
들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고 또한, 주요 개발목표에 따라 이들 주요 이행주체
들 사이에 형성되는 이해관계 및 갈등구조를 파악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 거
버넌스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그림 1-1] 논문구성 및 연구흐름도 



- 9 -

5장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단계별 주요 활동과 개발과정의 특징을 살펴봄
으로써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초국적 메가 프로젝트로서의 주요 공
간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젝트 단계별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행
위주체들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6장에서는 프로젝트 주요 진행 단계별 주요 활동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 
및 변화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 변화와 특징을 통
해 개발 거버넌스와 도시공간형성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과 요약을 통해 초국적 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는 
메가프로젝트의 개발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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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검토

본 논문의 주제인 초국적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개발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화 시대의 도시화의 특징과 함께 도시개발 메가
프로젝트의 형성과 이행을 둘러싼 정치 및 지리 경제적 상황(geo-institutional 
context)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화와 관련된 주요 프로젝
트로서 사회기반 인프라를 포함한 대형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에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정치사회적 배경 및 지리 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역
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초국적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개발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도시개발 전략
과 그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주요 행위주체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발전주의시대 주요 개발사업의 
주도적 행위주체였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연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
제자유구역 지정 관련된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기관과 함
께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과정과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거버넌스 관련 이론과 연구동향, 그리고 지리학과 
도시개발 분야의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관련 논의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들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생산과 정주
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의 개발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를 통하여 초국적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의 정치 경제 지리적 의미와 함께 개발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신자유주의 도시개발과 메가프로젝트 

우선,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특징을 이해하
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주요 도시개발전략과 대응방식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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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도시화 전략으로서 성장연합, 기업가주
의 도시 같은 개발전략의 특징을 통해 이들 주요 개발전략에서 거버넌스가 주목 
받게 되는 과정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대형 SoC 사업,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등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메가프로젝트가 가진 일반적 특징과 리스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거버넌스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자유주의와 도시개발전략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자본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전략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정부정책 
등을 통한 그 확산과 실현수단으로서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sation)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Morange and Fol, 2014). 이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하에서 보다 나은 통치, 행정 모델 및 경제모델을 모색하려
는 노력 중 하나의 대안으로 신자유주의(Neo-liberal)측면의 시장의 역할과 기
능의 확대를 보고 있다(임성학, 2007). 신자유주의 사상에서는 모든 경제적 사
회적 문제는 사실상 시장에 해결방안이 존재하며, 국가개입의 실패는 시장의 실
패보다 더 나쁘다고 본다. 따라서 많은 공공도시계획은 시장 메카니즘을 왜곡시

[그림 2-1] 문헌연구 및 연구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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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그리하여 사적 부문의 동기부여와 효율적 자원배분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비효율,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 국가의 
실패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은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최소한
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에서도 민주적 측면보다 정치적, 행
정적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의 경제적 지표에 더 무게를 둔다. 이와 같은 신자유
주의 정치경제 사상은 대부분의 국가 공공 영역 관리행정에 깊게 자리 잡았고, 
이는 행정적 효율, 기업가주의,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민주적 정치적 조정보다 
중요한 동력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부터 도
시개발 및 경제개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으며, 2007년 미국의 신용추락과 세
계적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의 주요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사회지리학, 공공정책과 도시연구 분야에서 계획 관련 학자들이 신자유
주의의 담론에 참여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세계화, 탈정치화, 복지국가, 시장
자유화, 원칙과 지배성과 같은 개념을 분석하는 새로운 전제들을 정해주며, 공
공분야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공공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계획의 틀이 되
는 제도적 변화와 조직에 대한 포괄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한다(Sager, 
2011). 즉, 신자유주의는 계획지향적인 도시정책에 영향을 주고 도시계획에 직
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계획가들이 일하는 조건을 구
성하는 정치적 경향과 관료적 변화를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계획이론
(Planning theory)에 유용한 개념이다. 신자유주의는 도시공간을 시장중심의 경
제성장과 엘리트적 소비방식의 장으로 동원함으로써 공공 계획과 프로젝트가 이
행되는 정치경제적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정치와 정부 정책 환경의 변화는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 개발에 참여하는 집단, 도시관리의 기본적 
성격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980년대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민영화와 규제완화, 민관합동방식, 성장연합정치, 기업가주
의적 도시 관리는 부동산개발에 전환을 가져왔던 최근의 대표적인 정치 환경의 
변화이다(김용창 등, 1998). 

도시개발 전략과 관련해서도 신자유주의는 민간 자본소유자와 국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성장우선의 도시개발접근을 권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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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한다고 보고 있다(최병두, 1997; 김용창, 1998).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흐름에 따라 도시개발전략 측면에서도 기업가주의 도시나 성장연합
전략 등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들 전략에서는 개발 주체들 사이의 공통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참여주체의 역할과 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1) 성장연합과 레짐이론

1980년대 이래 부동산개발 주도의 도시개발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사회 의사결정 체계가 성장연합(growth coalition)이다. 성장연
합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지배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Logan과 Moloch(1987)는 토지에 기반을 둔 
지역의 기업 및 엘리트 집단이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정치를  
지배하면서 도시정부의 정책이 경제의 성장과 부의 축적에 치중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정치적 동원력을 강하게 갖는 성장 중심의 발전
정책을 선호하는 이들 정치적 행위자들을 도시지대추구집단(urban rentier 
gro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장연합의 구성은 각 지역이 처한 정치제도, 기
업공동체의 주도 정도, 지역 내 사회집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성장연합에
서의 주요 행위자로는 개발업자, 금융관계자, 개발의존적인 전문적 실행자(지방
언론, 설계, 감리기관), 전기, 가스 등의 공공설비기관 및 지방의 기업이라는 핵
심행위자 혹은 이해관계집단과 대학, 문화센터, 스포츠클럽, 노동조합, 자영업
자, 소매상 및 입주민 단체(인터넷동호회 등)등의 보조행위자(부수적 이해관계 
집단)가 포함된다(강명구, 1988). 이러한 의사결정자들이 활동하는 경제, 제도, 
정치적 환경이 이들이 행위에 중요한 결정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핵심적 이해
집단 사이의 성장연합 형성이 부동산 주도의 도시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라고 본다1). 그러나 이러한 ‘성장연합’ 정치의 결과로 인해 도시정부가 펼치

1) 볼티모어의 성장연합 사례(Stoker, 1987): 볼티모어 100대 기업 임원으로 구성된 The 
Greater Baltimore Committee, 도심의 상인집단을 대표하는 the Committee for 
Downtown이 대안적인 개발전략을 검토하는 민간계획기구를 설립, 여기서 도심지역 재개발
안을 만들어 시정부에 제출하여 채택, 집행의 실질적 행정책임은 the Charles Center 



- 14 -

는 정책은 자본가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으로 변할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부동산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계층별 거주지 분리를 유
발하여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정수열, 
2015). 박배균(2008)은 이러한 친기업적인 성격의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은 도시
공간의 왜곡, 도시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약화, 복지정책의 쇠퇴, 빈부격차
의 심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theory)은 지역발전의 문제를 
계급 및 파당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역연합체(alliances), 즉, 성장연합들의 
형성과정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다(Moloch, 1976). 이는 지역발전의 정책이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특정계급의 이
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성장정책에 내재된 갈등 문제에 보
다 깊은 관심을 가진다. 성장기구 구성원들은 고용의 안정성, 지역산업의 발전, 
공해문제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관심을 보일 뿐 주된 관심은 지속적 경제 성
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성장기구론에 입각하여 도시개발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성장기구들이 주로 민간 이해관계자인 것에 대비해 인
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구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성장연합에서 가장 주도적인 주
체이며 실질적인 개발 뱡향의 결정과 부동산 투자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이러한 주도적 역할이 대기업이 성장기구에서의 존재감
이 약화시키는 이유라고 보고 성장연합 혹은 성장기구내의 핵심 주체에 따라 그 
참여주체들의 역할이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김준우, 안영진, 2010).

한편, 지역발전과 성장정치의 문제를 정부(지자체)부문과 시장(기업)부문과의 
분업과 상호 의존성의 관점에서 도시정치 및 지역정치를 이해하려는 입장은 레
짐이론(regime theory)이다. ‘레짐’이란 ‘지역사회의 지배적/통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도적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인정된 비 공식적 집단’을 말한다(Elkin, 1987; Stone, 1989,1993). 
(지방)정부가 시장과 연합하여 레짐을 형성하는 이유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정
부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 예컨대, 지역성장, 지역복지, 지역갈등 등을 

Management office 라는 민간기업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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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
원을 동원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권한과 자원을 보완해 
줄 사적행위자(기업 등)와 연대하여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레짐은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 리더십 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이처럼 레짐이론은 ‘무엇에 대한 권력(power over)’의 문제가 아니
라 ‘무엇을 할 능력 (power to)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며, 더불어 사회적 통제
(social control)보다는 사회적 생산(social production)의 조건을 탐색하는 이
론이다(유재원, 2000). 이처럼 레짐 이론은 참여하는 주체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신혜란 등(2011)은 신도시 개발과정을 사례로 하여 
레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요 역할 행위자가 중앙정부에서 지
방정부와 민간기업 등으로 변화하였고(downward state-rescaling), 특히 국제
적 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갈등과 경쟁, 변화가 존재하는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기업가주의 도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신보수주의의 등장을 맞게 되면서, 도시정부들은 
각기 상이한 정치메커니즘과 법적·정치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대체로 동일한 방
향, 즉 기업주의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전후 포드주의와 결합된 케인스 경
제학의 기본 원칙들과 재분배의 정치에 의해 유도되었던 지방정부의 관리주의적 
전략(또는 거버넌스)은 공공서비스와 복지 및 집합적 소비재의 제공을 확대시키
는 것과 관련되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주의적 전략은 본질적으로 침체된 
도시경제의 경쟁적 위상 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공사 파트너십과 민영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생활의 재상품화를 촉진하고자 했다(최병두, 2007). 기업가
주의 도시(entrepreneurial city) 혹은 지방(또는 도시)정부의 기업주의화란, 포
괄적으로 지방정부, 나아가 도시의 다양한 운영주체가 도시의 경제적 부의 축적
과 이를 위한 혁신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와 구조적 전략들을 추진해나가는 과
정으로 이해된다. 지역정치를 주도하는 참여 주체로서 지방정부(도시정부)를 자
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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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과 같은 존재라고 전제하는 것이다(Peterson, 1981). 도시의 기업주의화를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의 위기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었고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Jessop, 1998). 또한, 기업가주의적 도시지배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주요 요인인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지리적 이동성 강화에 따라 지역간, 도
시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초국적 자본의 유치를 위한 공간구조가 중요하기 때문
에 도시개발은 바로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사업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라
는 것이다(김용창, 2008). 일부 학자는 21세기는 ‘기업도시의 시대’가 될 것이라
고 주장하면서, ‘보다 큰 기업주의, 보다 강한 도시 간 경쟁과 장소 특정적 개발
의 의도적 촉진을 정치·정책적 측면,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화를 배경으
로 진행되는 지방화(또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Parkinson and Harding, 1995).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기업주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기업주의 정책 
들을 강구하게 된 것은 대체로 1990년 후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을 드러내는 사안들 가운데 하나로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한 민간투자사업의 활
성화를 들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회간접시설에 대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들이 1960년 후반부터 추진되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1994
년 민자 유치 추진법 제정과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 이후라고 할 수 
있다(변창흠, 1997). 신자유주의 도시개발전략과 관련하여 성장연합과 성장기구, 
레짐이론 그리고 기업가주의 도시 모두 도시개발 및 기타 공공 정책의 수행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협력체계와 주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도시
개발 및 관련 정책수행에서 이들 간의 이해관계 및 거버넌스 과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한편,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90년대 이후 세계화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정책 및 국가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공간적 산업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 및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정책에서는 산학연 협력강화, 혁
신네트워크와 같은 전략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상호작용해야하는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가 증가하게 되었다(임혜란, 2008).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은 1차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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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의 성격이 지역과 공간을 기반으로 한 3차원적 공간적 개념의 산업정
책으로 변화했고 경쟁력과 지역개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고려의 변수
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따라서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경우 지역의 지자
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행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핵
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클러스터 추진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양한 행위자 
및 조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혁신의 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했기 때문이다(임혜란, 2008). 그러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부가 다양한 행위자와 상호작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수직적 
의사결정구조 및 실행 구조로는 변화된 상황에서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
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해외에서도 지방경제의 경쟁력 확보와 도시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혁신체제라
는 이름으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 혁신의 주체들이 협업하는 사
례가 존재한다(신동호, 2006).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혁
신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클러스터 산업정책이 여전히 정부에 
의한 중앙주도형 관주도형 산업지원 시책이었으며 다양한 행위자의 긴밀한 네트
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관련 자원 할당이 정치적 
형평성 차원에서 먼저 결정된 후에 지역산업에 대한 기획이 되는 순서로 진행되
었으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다양한 행위자가 연
계된 상황에서도 과거의 하향식, 수직적 패턴의 정책 결정과정을 보여주는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황주성, 2004).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정책 및 도시개
발전략의 실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 증
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방식에서는 과거의 국가 중심적 
특징과 개입이 크게 남아 있고 그에 따른 비효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을 통한 혁신의 추구에는 기존과
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과정과 협업체계, 즉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
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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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메가프로젝트 

앞서 논의에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신자유주의 기조와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주요 공간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 즉, 세계화는 이미 주어진 
대세이고 이를 국가적, 도시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로 설정되
며 가장 적절한 해법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메가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은 세계화
의 도시화 메카니즘의 표현이기도 하다. 즉, 메가프로젝트들은 치열한 도시간의 
경쟁의 상징이며 이러한 범주의 프로젝트들은 초고층 업무지구, 허브(hub)공항, 
초대형 컨테이너부두, 고속철도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아시아에서는 홍콩의 쳅
랍콕 공항, 쿠알라룸푸르의 SMC, 상하이의 푸동 개발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Douglass, 2000). 

(1) 메가프로젝트의 정의와 특징

일반적으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없지만 메가프로젝트는 공식
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비용, 많은 참여자, 높은 
복잡성, 높은 위험, 기간의 장기성, 지역사회나 국가의 공동체, 경제, 기술발전
이나 환경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로 지칭 된다2)(Zhai, 
Xin, and Cheng, 2009). 주로 대규모 비용투자가 이루어지는 도로, 철도, 교
량, 터널 및 공항 등 도시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메가프로젝트라는 용어
가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건설 분야 인프라 프로젝트 외에도 항공 우
주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메가프로젝트로 불리는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존재한
다. 

1970년대 이후 메가프로젝트는 더 이상 일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2) 메가프로젝트(mega-project)는 매우 큰 투자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0억 US 달러 이상
으로, 사회, 환경, 예산에 큰 영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정의된다. 메가프로젝트는 
19세기 후반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Mega’라는 접두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1970년대에 
캐나다 정부가 거대한 에너지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mega project'라는 용어를 처음 사
용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Bectel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채택하여 사용되었다
(Altshuler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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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되었고 실행방식도 주도자와 프로젝트 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사례별 연
구가 필요하다. Altshuler와 Luberoff (2003)는 반세기 이상 개발프로젝트를 
추적하여 그들의 연구결과를 도시정치이론와 도시 재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합하고 국가적인 패턴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메가프로젝트가 연
방정부(중앙)펀딩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간(intergovernmental) 시각에서 상황
을 연구했고 연방, 주, 지방정부의 다층적 역동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들에 의
해 제시된 메가프로젝트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가프로젝트 지
원 연합에서 대부분은 비즈니스기업이 앞장을 서고 예외적으로 환경단체에 의해 
주도되기도 하나 메가프로젝트 아이디어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시작되어 전망이 
있는 지역구에 팔리곤 하는데 민간부문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열정적이고 숙련
된 공공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부문의 지원과 
비평을 달래고, 상위 정부의 자원을 확보하고 갈등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광범
위한 공공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ublic entrepreneurship). 둘째는, 광
범위한 공공의 지원연합, 메가프로젝트 제안도 근린지역과 자연환경에 대한 실
질적인 비용을 도입하지 않으면 거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섬세하
게 계획된 메가프로젝트라고 해도 일부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들은 
완화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완충 논리는 피해 한계를 넘어서는 아젠다를 
가진 그룹들의 촉진 요소가 된다(do-no-harm paradigm). 셋째, 연방정부에 
의해 주창되더라도 결국 지역에서 시행되며 지역구의 지원은 국가적 목적은 거
의 고려하지 않게 된다. 넷째, 메가프로젝트 재정의 모든 초점은 증가하는 지방
세를 피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관 도시주민에게만 부과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
로 재산세와 소득세, 방문객, 국가와 지방 영업세, 로터리 수입들이 대체 재원에 
포함된다. 이러한 메가프로젝트의 특징은 이들 프로젝트 내에서 국가 및 도시정
부의 역할과 다른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70-2000년 기간 동안 메가프로젝트의 비용은 엄청나게 상승했고 공
식적 추정을 훨씬 상회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Miller와 
Lessard(2001)는 엔지니어링이나 회계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영역에 있
다고 보았다. 이들은 수력발전용 댐, 원자력발전소와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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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IMEC(International Program in the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의 메가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메가프로젝트나 LEP(Large 
Engineering Project)가 프로젝트 과정에서 정치적, 재정적, 사회적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것과 프로젝트에 관계된 임원들의 경험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가 가진 고위험과 고수익이라는 속성과 한
번 진행된 프로젝트의 경우 되돌리기가 어려운 탄력성이 거의 없다는 경로의존
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governability and turbulence’ 
라는 메가프로젝트의 리스크에 관련된 두 개념을 도출하면서 메가프로젝트들은 
역동적이고 반복적이며 때론 혼란스런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lyvbjerg 
등(2003)은 258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교한 연구에서 지리적,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메가프로젝트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으로 비용 부분
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의회의 의사결정 능력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예상했던 비용의 45%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는 점에서 대부분의 정부와 의회의 의사결정이 낮게 책정된 프로젝트 비용과 부
풀려진 이익과 효과를 포함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다고 결
론지었다. 이처럼 메가프로젝트의 주요 리스크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 부족
과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세계화와 관련해서 메가프로젝트들은 지방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
을 통해 세계화를 구현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구화-지방화 논
의에서는 지방적 차원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탁월한 양상을 대규모 도
시(재)개발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이런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들은 지구적, 국제
적, 국가적, 지방적 규모들의 상호 중첩적인 접합 속에서 추진되는 지구적-지방
적 재구조화 과정들의 도시적 표현이며, 이들은 지구화 과정에 의해 조건 지워
질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의 촉진자들인 것이다. 이런 메가프로젝트들을 통해 국
가 및 도시의 사업주체들은 경쟁적 지구화의 지도위에 해당 도시의 위상을 제고
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자본의 축적 논리가 우선시되기(우선
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도시공간의 상품화가 대규모, 가속
적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이 사업에 포섭 혹은 배제된 개인과 그룹간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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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최병두, 2007). 
앞서 언급되었듯이 메가프로젝트 사례연구에서는 점점 더 많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제안되고 건설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Flyvbjerg, 2003). 이와 같이 실패가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이유는 사업의 계획과
정에서 실패를 예측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 이익집단, 사업 실
행자들이 미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메가프로젝트들은 지배 권
력의 정치적 목적 반영이나 정부 관료들의 항상적 개입을 전제로 하며 그 결과 
이들에 의해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메가프로젝트의 일반적 특성과 역설적인 측면을 통해 메가프로젝트의 
이행과정의 문제에 거버넌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의 메가프로젝트 관련 연구들이 주로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이나 위험관리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메가프로젝트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지연이나 비
용초과, 성과부족의 문제 등의 원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금융자본의 흐름에 따라 국
제 파이낸싱과 국제기금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 등의 사례에서 거버넌스의 중
요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도시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에서 초
국적 자본의 참여와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
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프로젝트가 이행되면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적절
한 실행여부는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이해는 메가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과정 전반에 걸쳐 기존 대부분의 메가
프로젝트에 내재된 문제의 속성을 이해하고 기간 및 비용 초과 등의 비효율 등
을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주요한 학제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2) 메가프로젝트와 국가의 역할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공적인 산업화 과정에 대해 사회적 세력으로부
터 자유로운 국가 및 관료들의 경제적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한다는 많은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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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이상철, 2008). 산업 경관의 형성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
한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방위산업체와 같이 국가 안보와 같은 정치적 
이해와 연결된 산업의 입지는 기업의 시장 상황과 수요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판
단과 정책적 개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창원공단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에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arkursen and Park, 
1991). 발전주의국가론자들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대해서 사회세력
들의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관료집단(국가 행위자)들이 국가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과 기술-관료적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로수출단지, 울산의 중화학공단, 포항
제철, 마산수출자유지역, 창원과 구미공단 등 주요 산업단지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 입지선정 등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
서실과 같은 국가행위자들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건설과 같은 중요 국가사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이상철, 2008). 즉, 발전주의국
가에서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국가의 행동
과 정책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시장메커니즘의 
최종적 보증인, 경제활동의 조절자, 국민경제의 창조자, 공공기업의 소유자, 공
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
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Hudson 2001; Coe,Kelly 
and Yeung 2007, 박배균 2014 재인용). 

그러나 박배균 등(2014)은 발전주의국가 시대의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단지 개
발과 관련한 연구에서 국가의 중요성이 다른 요소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포장 되
었으며, 과거 발전주의 국가의 대형프로젝트에서도 이미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
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기여했으며 이들 행위자들의 협상과 조정과정
이 중요했음을 강조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해 경제정책들은 국가개입
의 축소를 전제로 시장 주도적 의제들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약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의 주요 산업정책의 이행에서 국가의 역할보다는 다른 
참여주체들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신자유주의의 주요 전략에서는 발
전주의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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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와 같은 국가의 실패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
은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조로 국가의 역
할에 대한 축소를 당연한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민주화 이후 권력은 정부 내
에서 분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에게도 분산
되고 있다고 본다. 또,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국가의 절대적
인 권력은 분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임혜란, 2008). 

한편,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논의들에서는, 2000년대 세
계화와 맞물린 국가의 공간 전략은 1970년대의 그것과는 다르긴 하나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가의 개입은 주로 새로운 도시
정책(공사파트너십, 첨단과학단지, 벤처기업지원, 경제자유구역 등)의 도입과 국
가적 지방적 제도의 재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
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가 주도적이며 국가에 
의해 상당부분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이러한 개입은 정치적 지배집단들의 지지기반 확보를 전제로 하며,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들은 해당 프로젝트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들의 이해
관계를 충족시켜준다. 즉,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국가개입은 사업
의 성공, 즉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다는 것이다(Brenner, 
2003; 최병두, 2007). 또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세계
화와 국제자본의 이동과 결합되어 형성되고 있고,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도 규
제 축소, 확대된 재산권, 민영화, 규제완화, 복지국가의 쇠퇴, 중앙정부의 권력
이양, 불평등한 경제발전과 증가하는 사회적 양극화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처럼 세계화와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신자유주의의 조절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함께 탈신자유주의에 대한 주장도 많아지며 이에 따라 시장이
나 금융자본의 힘을 제어하려는 정부감독의 증가를 강조하면서 케인즈주의적 규
제양식과 국가개입으로의 회귀라는 주장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김용창, 
2015). 이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대형 개발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역할은 프로젝트
의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연구지역이 포함되어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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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운영은 세계화와 관련된 국가의 공간 전략으로서 국민국가가 세계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며, 국가의 축소가 아닌 역할과 개입방식의 변화로 보고 있다
(김준우·안영진, 2006; 최병두, 2007). 이처럼, 신자유주의 논의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며 결국 세계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은 국가의 역할
의 쇠퇴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방향을 분배 중심에서에서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었다고 본다(김용창, 2015).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정을 통
해서 국가 중심 경제축인 수도권의 국제기능 강화와 세계도시로의 발전기반구축
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세계화는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
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여전히 대형도시개발
프로젝트 등 세계화의 대응전략과 관련한 주요 정책수립과 이행에서 여전히 국
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정책 참여로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세계화
시대의 주요 국가전략으로서 대형프로젝트의 연구에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기능 및 역할, 행위주체간의 관계 및 
의사결정 등의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다
양한 개발전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국가행위자들이 대형프로젝트를 통
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세력과 형성하게 되는  복잡한 상호작용, 경합, 타협 
등의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나 그 안에서 국가 및 주요 행위 주체
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에 국가 
및 주요 행위주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
다. 

(3) 다중스케일 행위자

다중 스케일 행위자는 로컬, 내셔널, 글로벌 등 여러 스케일 중 둘 이상의 사
회관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스케일 간 관계의 공간을 창출하는 행위자를 말한
다. 즉, 다중스케일의 사회관계가 하나의 장소를 둘러싸고 접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중 스케일 행위자(Multi-Scalar Actors)로 불리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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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이들은 해당 장소에 영역화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한 장소의 성쇠가 당
사자와의 성쇠와 지리적으로 묶여있으면서 국민국가 스케일이나 글로벌 스케일
의 다른 전략적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Gimm, 2013). 이들은 특정
한 영역이나 스케일이 아니라 둘 이상의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의 노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스케일의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
다. 이들 다중스케일 행위자는 한국의 발전주의시기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스케일을 오가면서 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주요
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박배균 외 2014). 즉, 한국의 발전주의시
기 산업경관의 형성에는 대통령, 경제기획원과 같은 중앙 정부의 부처, 재벌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 외에도 냉전 네트워크의 행위자
와 재일교포 기업가 등 초국적 스케일의 행위자 등이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하였
으며 다중스케일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지구경제의 특징은 물질적,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을 초
월한 생산, 교역, 투자 등과 이를 작동시키는 행위주체로서 초국적기업과 자본
의 역할과 이들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통합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Dicken, 
2008).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상호작용이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 국가 간 
자유무역협약 등 개방화가 활동의 영역을 넓히면서, 국가를 넘나드는 다양한 초
국적 행위주체들이 등장하게 되고 국민국가보다는 도시나 지역단위가 주요 의사
결정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들 다양한 초국적 행위주체들의 활동의 주요 
특징은 특정 공간적 규모, 즉, 스케일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한 행위
주체들의 공간적 규모는 결코 고정되지 않으며 그 범위, 내용,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상호관계는 지속적으로 재 정의되고, 경쟁적이며, 재구조화 된다(최병두, 
2007). 이와 같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흐름에서 나타난 대규모 도시개
발 메가프로젝트의 정치 경제 지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개발 프로젝트
의 속성과 함께 국가 및 주요 행위주체들의 활동과 그 공간적 스케일의 특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공간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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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과 거버넌스 

 본 절에서는 거버넌스 관련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정책 목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거버넌스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
고 이어 지리학과 도시개발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연구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초국적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
지 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의 특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서 활용하고자 한
다. 

1) 기업주의도시와 도시 거버넌스

기업주의적 도시 전략은 지역 정책의 핵심적 경향이 되었다. 그간에도 물론 
지방정부는 어떤 정도든지 간에 기업주의적 전략들을 추구해왔고, 또한 지역 경
제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방정부가 담
당했던 관리주의적 역할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기
업뿐 아니라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 그리고 도시 거버넌스 체제 전
체가 도시발전을 명분으로 사회 공간적 평균 이상의 초과소득을 얻기 위해 추구
하는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기업주의는 두 가지 기본 
특징, 즉 친 성장 지역경제 발전에 의한 정치적 우선성, 그리고 도시 정부에서 
도시 거버넌스로의 조직적 및 제도적 전환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Hubbard and Hall, 1998). 

이처럼 기업주의 도시의 등장은 도시정치와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많은 변화를 
동반했다. 도시 거버넌스에서 기업주의의 등장과 확산은 몇 가지 주요한 역동
성, 즉 세계경제의 재구조화, 정치적 관심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지배, 그리고 중
앙 및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변화 등에 의해 동기화된다(Oakley and Rofe, 
2006). 기업주의적 거버넌스 양식의 수행은 조절양식 및 조절도구의 선택이나 
지방정부,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민간영역에 걸친 책임성의 재분배,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 문화 에서 변화 등을 포함한다(Painter, 1998). 기업주의적 
도시로의 전환은 해당 도시에 보다 많은 권한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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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것처럼(중앙 정부의 권한 축소 여부와 무관하게) 인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권력집단이 참여하는 성장연합 또는 계급동맹
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형성된 도시 거버넌스는 기업주의적 전략을 직접 추진
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기업주의적 전략이 주류를 
이루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공적 영역이라기보다 사적 영역 또는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실행되면서, 정치적 집단과 기업 집단 간 상호 협업이 각종 
(특별 또는 임시)위원회, 네트워크 또는 개발연대(협력) 등의 이름으로 조성되게 
된다. 이로 인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 이해관계의 수렴은 과거 계급에 기
초한 정치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계급동맹에 의한 정치 통제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업주의적 도시 거버넌스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적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와 대체로 조응
한다. 

거버넌스의 특징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직간 자발적 네트워크로서 거
버넌스는 우선, 조직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거버넌스란 정부는 
물론 비국가 행위주체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공적 역역, 사적 영역, 자
발적 영역 간에 경계가 무너지고 약화되면서 각 영역의 다양한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를 특징으로 한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 주체들 간에는 공유된 목적에 대해 타협하고 자원을 상호 교환하
는 것이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교
류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행위주체들이 동의한 게임의 규칙에 의해 통제
되고 신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 네트워크는 국가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율
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네트워크는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네트워크 상에서 국
가는 특권적이고 유일한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점유하지 않으며 간접적, 또는 부
분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종해 나가는 것이다(Rhodes, 2000; 곽진영 외, 2009). 
결국 거버넌스의 과정은 ‘상호의존성, 자원교환,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자
율성으로 특징되는 조직 간의 자발적 네트워크’으로 정의되는 것이다(Rhodes, 
1997). 거버넌스의 패턴 역시 국가 중심적 패턴에서 사회 또는 시장 중심적인 
패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곽진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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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도시 및 국가의 구조화와 재구조화는 상호 결합되면서 도시의 외부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을 구성하고 이것이 도시차원에서의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책결
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DiGaetano and Klemanski,1999). 다시 말하자면 특
정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의해 조성된 조건은 도시의 통치배열(구조), 즉, 통치연
합과 권력구조를 발전시키는 기회변수를 형성하는 동시에, 이를 제약하기도 한
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도시의 리더들로 하여금 통치를 위한 조
직적 연합의 성격과 기반을 전환시키도록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구체
적으로 도시 내 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DiGaetano와 Storm(2003)은 도시 거버넌스 
이론의 방법론상 통합을 주장하면서 도시가 처한 구조와 정치문화, 고유한 제도
적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참여자 상호간의 역학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특정도시의 거버넌스가 다른 도시와 적절히 비교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열거하고 있는 총체적 변인들이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설명되
어야 한다고 본다. 즉, 도시 권력의 주체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도시정부 – 시
장 –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고유한 역학구도이며 권력의 자원은 이들 각 행위자
들이 소유한 공권력과 자본 그리고 정치적 지지의 합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
국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국가나 도시정부는 더 이상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적 혹은 사적인 행위자, 이익집단, 전문가와 시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
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정책 실행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 즉, 자금, 조직, 지식 등을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결
정을 비토(veto), 지연,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임
성학, 2002). 이처럼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집중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사회의 여타 행위자와
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기업가주의적 도시 지배양식과 도시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가주
의적 도시 지배양식은 도시정부가 사적자본과 연합 또는 동맹관계를 통해서 경
제성장 주도의 성장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자원을 동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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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도시정부’ 라는 용어에서 ‘도시 거버넌스(urban governance)’ 
라는 용어로의 변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과거의 양식과 다르게 기업가주의
적 지배양식에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김용창, 2008). 즉,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이해관계가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
하며, 지방정부는 통치방식에서 전권행사가 아니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
역량(power to act)을 필요로 한다는 사고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관연
합이나 파트너십의 구축이 이러한 행위능력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
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파트너십의 구축과 형성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북미의 경
우는 기업부문의 역할이 중시되어 부동산임대업자, 지주, 부동산자본, 공공설비
업체, 지역언론 등이 파트너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여전히 기업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새로
운 도시개발 방식의 도입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 재구조화 수단이라고 평
가하기도 한다(강원택, 2003). 즉,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초국가적 수준에
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초국적 행위자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영역이나 역할 등은 각 국의 통치방식이나 도시 정부의 특성 등  지
방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도시거버넌스의 유형 

거버넌스는 두 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20세기 말 등장한 
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의 적응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체계의 
협조적 조정과 그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이론적 표현
으로 볼 수 있다(Pierre, 2000).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연구는 정치 행정학 분야
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정의도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
시되어 왔다(Pierre and Peters, 2000). 과거 국가와 사회 간의 위계적 통치방
식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형평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방식의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면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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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정치학에서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와 시
장경제의 보완책으로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Rhodes(1995)에 따르면 거버넌
스는 새로운 거버닝 과정, 규칙의 조건변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법 등
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한다. 국제관계에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가로 구성된 체계와 관련된다. 최고 권위나 중심적 권위 없이 기능하는 규칙
체계로서 국제기구의 증가, 경제의 세계화, 법과 규범의 국제화, 국제적 공공재
의 보호 및 증진 등으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서순탁, 2008). 또한 행정학에서는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 관료
제 대신 정부개혁을 통해 서비스 전달과 방향 찾기 역할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
이며, 경쟁, 시장, 고객, 결과에 중점을 두는 기업가적 정부를 지지한다. 이러한 
새로운 거버닝 과정을 거버넌스라고 보며 이는 조직을 뛰어넘는 활동을 포함한
다고 본다. 한편, 정치경제영역에서의 거버넌스는 ‘경제주체들 간의 행위를 조율
(coordination)하는 정치경제적 과정’, 혹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 행위자들
의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조율하는 제도로 정의된다(임혜란, 2008). 이상의 다양
한 학문 영역에서의 거버넌스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버넌스가 모
두 ‘사회적 조정’의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단위에서도 지방정부나 도시정부의 정책네트워크 중심으로 거버넌
스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도시 거버넌스가 연구되고 있다. 도
시 거버넌스란 “도시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주도의 통제와 관리방식에서 벗
어나 도시 내의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협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
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시스템” 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용웅, 2001). 
도시의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의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구조
주의 관점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의 재구조화가 도시의 권력
구조 및 거버넌스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국
제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도시의 공간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후기 산업사회형태
로 변모시킬 뿐 아니라 도시 내부의 엘리트 계층 구조 역시 변화시킴으로써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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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권력구조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Harvey, 1985a; 
1985b; Sassen, 2000; 박재욱 2009에서 재인용). 즉, 도시는 지리, 문화, 정치
체제, 경제적 특성, 역사 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질서
에 순응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이 도시를 지배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Fainstein et al.. 1983; 1993). 요컨대, 자본이 권력의 중심부에 위
치하며 도시의 거버넌스는 자본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정치과정론적 입장으로 도시정치의 권력구조와 거버넌스를 이
해함에 있어 국제적 차원의 구조적 환경보다는 해당 도시의 개별적인 정치경제
적 맥락이나 역사가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시의 내부에서 관
찰될 수 있는 정치권력관계야말로 권력구조와 거버넌스를 살필 수 있는 유효한 
도시 분석의 초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거시적 변수만을 가지고 도시의 권력
구조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구조주의자들의 관점을 도시의 개별적 특성을 
살필 수 없도록 하는 경직된 관점이라고 비판한다(Logan and Molotch, 1987). 
요컨대, 구조주의와 정치과정론의 관점차이는 방법론상 도시의 권력구조와 거버
넌스를 이해함에 있어서 구조(structure) 와 행위자(agent)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도시정부를 둘러싼 거시적 구조의 
환경에 초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도시의 관할권 안에 존재하는 각 행위자의 위상
과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거버넌스와 관련한 연구
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정
치과정론적 이론들이 주로 도시내적 행위자들의 상호관계에 역점을 둔 나머지 
특정한 거버넌스의 생성배경에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면, 도시거버넌스 이론에서는 도시가 속해있는 국가의 구조적 성
격 및 정치적 문화 그리고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행위자 상호 간의 역
학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박재욱, 2009). 

거버넌스의 유형은 시장, 위계조직, 국가, 공동체, 결사체, 그리고 네트워크로 
유형화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으로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것은 
거버넌스를 제도적 ‘구조’로 인식하는 것이고 거버넌스를 ‘과정’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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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통제와 조정(steering and coordinating)’을 의미한
다(Pierre and Peters, 2000). 현재 도시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연구는 구조나 
틀로 유형화하기 보다는 거버넌스 대상이 되는 이슈와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거버넌스의 논리(governing logic) 등을 가지고 거버넌스의 과정의 특징을 통해 
명명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DiGaetano and Lawless(1999)는 영국과 미
국의 산업도시들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도시 거버넌스의 구조(urban governing 
structure)를 국가와 사회의 관계, 거버넌스의 논리(governing logic),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고객주의(clientelistic), 관리주의
(managerial), 조합주의(corporatist), 그리고 다원주의(pluralist)의 4가지로 구
분하여 설명하였다.

출처 : DiGaetano & Lawless (1999)

관리주의가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효율성을 높여가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다
원주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소극적 중재자의 입장에서 사적인 이익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주의와 고객주의는 모
두 정부와 민간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관리주의와 다원주의
라는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 조합주의는 정부와 민간엘리트간의 협력을 제
도화한 거버넌스의 유형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관 파트너십(public 

특징 고객주의
Clientelistic

조합주의
Corporatist

관리주의
Managerial

다원주의
Pluralist

국가-사회 
관계

상호적, 배타적, 
개인적 교환 

엘리트간의 
협상 공식적, 관료적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조정자

로서의 정부 

거버넌스의 
논리 실용주의 합의 도출 기술관료적 

효과성 갈등관리

주요 
의사결정자 정치인과 고객 정치인과 

시민사회 리더
공무원과 
정치인

정치인과 
이해관계집단

<표 2-1> 도시거버넌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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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artnership)을 형성하게 하지만 파트너십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
해서는 배타적 이해집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고객주의는 정치인과 민간 고객 간
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호혜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유형이다. 이는 정
치적 후원과 특혜를 교환하는 전통적 유착을 특징으로 한다(조형제, 2004). 이
어 DiGaetano와 Storm은 위 거버넌스의 구조에 정치적 목표를 추가시키고 정
교화하여 5개의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거버넌스의 유형은 이상
적인 구분이며 실제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타나거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 문화의 특성에 따라 특정 유형의 거버넌스가 다
른 유형에 비해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DiGaetano and Storm, 
2003). 

출처 : DiGaetano & Storm (2003)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유형 구분은 거버넌스의 관계와 주요 
의사결정자, 정치적 목표 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거버넌스의 과정에 대
한 특징들을 통해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특
정 이슈나 정책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계와 거버넌스 과정의 논리 등을 통해 거
버넌스의 속성을 밝히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례의 거버

유형 고객주의 조합주의 관리주의 다원주의 인기주의

거버넌스
관계

배타주의, 
개인주의, 

교환
배타적 협상

공식적, 
관리적 혹은 

계약기반

경쟁이해관계 
중개 및 조정

포괄적 
협상

거버넌스
논리 상호주의 합의 도출 권위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대중지지 
활성화

주요 
의사결정자

정치인과 
고객

정치인, 
파워

민간리더

정치인, 
공무원

정치인과 
조직적 이해

정치인과 
지역운동가

정치적 목표 물질적 목표지향적 물질적 목표지향적 상징적

<표 2-2> 거버넌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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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나 협력적 거버넌스처럼 참

여자와 이슈의 스케일이나 ‘협력’ 과 같은 특정 가치를 중심에 놓고 거버넌스의 
특징과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EU통합 
이후 EU와 각국 정부와 지역 및 로컬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관심을 끌었
다. 이는 연구의 대상이 정부 간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초국가적
(supra-national) 수준(유럽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의), 국가수준(유
럽각료이사회), 국가하위수준(지역) 등으로 옮겨감을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스
란3)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서 협력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서순탁, 2005) 이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조직 간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나타내는 용어로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공공기관
이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이며 심의적인 성격을 지닌 공공정책을 집행하거나 
공공 프로그램이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을 지닌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비 
정부적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는 통치장치(governing 
arrangement)’ 로 정의할 수 있다(Ansell and Gash, 2007). 

이상의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논의에서와 같이 거버넌스의 과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특정한 정책 목표나 사안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거버넌스의 구조나 유형적인 측면보다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
주체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이해관계 및 갈등구도 등), 그리고 거
버닝 논리와 주요 의사결정자 등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체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 질서 안에서 경제, 문화, 인권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초국
적인 이슈의 등장과 문제 해결에는 전통적 행위주체 외에 초국적 행위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화 시대의 정책 및 의사

3) Ansell and Gash(2007)에 의하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간 협력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참여적 관리(participatory management), 협력적 
관리(collaborative management)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상호작용적 거버넌
스(interactive governance), 참여적 거버넌스(participative governance), 공동관리
(co-management), 자발적 동의(voluntary agreement), 그리고 협력적 파트너십
(collaborative partnership)등 다양한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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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시개발과 거버넌스 

지리학에서 거버넌스 연구는 경제지리학 분야와 도시개발 영역에서 주로 이루
어졌다. 경제지리학 분야에서는 지역특화 산업이나 새로운 성장산업 영역에 참
여하는 기업 및 정책기관과 민간단체 등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거버넌스 네
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양미, 2008; 이경진, 2011). 2000년대 이
후 글로벌 가치사슬(GVC)등의 연구를 통해 지역기반 개발사업이나 글로벌 경제
시스템 하에서 특정 산업 내 네트워크와 산업별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네트워크 내의 행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등의 연구를 통해 이들 네트워크의 공
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편,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과정과 도시
계획, 토지수용 과정 등에서 기능하는 거버넌스 구조로서 네트워크 대한 연구들
도 진행되었다(배귀희·임승후, 2010; 한상연·김순영, 2012). 그러나, 이들 연구는 
거버넌스의 과정보다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기능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에서 거버넌스 과정이 산업 정책의 구현과 프로젝트 이행에 미치는 역학을 이해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연구는 참여주체들의 갈등구조와 
그 해결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도시개발 및 공간계획과 관련된 이
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및 갈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도시개발 
계획 및 이행에서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의사결정의 특징이 공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도시 개발과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실
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분당 신도시를 사례로 도시계
획 과정 내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과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가의 
전략을 제안하거나 평촌신도시를 사례로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 도시계획
의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이 존재한다(안건혁, 1994; 신동
진, 2006). 이들 연구에서는 신도시계획의 참여자의 구성 및 역할,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권력의 크기 등에 의해 도시계획의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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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내용을 주목하였다. 최근 도시 계획과정과 주거지 정비 등 도시 재생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간의 의사 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도시개발
에서의 행위주체들의 중요성과 거버넌스의 특징을 일부 살펴볼 수 있다. 조형제
(2004)는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 두 도시의 재구조화를 비교한 논문에서 도시재
구조화의 양상과 결과는 구조적 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가, 즉, 거버넌스의 성격에 따라 크
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조적 차원에서의 위기가 
오히려 행위자들의 적극적 협력과 대응을 촉진하여 도시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행위자는 구조적 조건에 수동적으로 반응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존재라고 본다. 김우
락·구자훈(2011)의 주거지 정비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
넌스의 구축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되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동향에서 거버넌스의 과정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국한되
지 않고 여러 영역의 전문 영역에 걸친 참여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정이 필요한 이슈들, 즉, 산업정책의 이행, 신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등과 
같은 활동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
서의 산업정책과 국가의 역할의 변화, 기업주의가 적 도시 등장에 따른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역할, 메가프로젝트가 가지는 공통적 현상과 리스크, 패러독스, 도
시개발과 산업별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해진 행
위주체와 변화하는 개발환경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거버넌스 연구는 대부분 산업단지 개발이나 지역산업의 발전, 
글로벌 가치사슬 하에서 관련 네트워크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 특정 
프로젝트나 주요 도시 재생사업에서의 행위 주체들 간의 갈등과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논의와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거버넌스의 과정과 공간의 형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개발 메가프로젝
트의 경우 더욱 다양해진 초국적 참여자 및 행위 주체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메
가프로젝트가 갖는 글로벌 경제 구조와의 관계와 영향을 고려하여 세계 경제와 
자본주의의 변화 선상에서 그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공간의 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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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금융지리와 도시개발 자금 조달 

앞서 살펴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하에서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는 주요한 국
가 및 도시정부의 전략으로 새로운 자본축적을 이루고 초국적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적 공간을 창출하는 활동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대규모로 진행되는 특징
을 갖게 되며 여타의 메가프로젝트들과 유사하게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이유
로 프로젝트 파이낸상 형태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자본과 공간
의 통합과 관련한 최근의 금융지리 연구동향을 도시개발에 활용되는 자금조달과
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메가프로젝트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간시장과 개발 금융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공간의 생산과 도시개발 시장으
로 자본이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시장의 논리가 공간 및 도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고 금융지리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장금융(Market Finance)이 아닌 사회과학으로서의 금융(Social Studies of 
Finance)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Christopher(2015)는 자본주의체
제하에서 금융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 경제 그리고 지리적 구조와 역동성을 포
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지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의 입장에서 공간경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로 자본주의 체제의 공간문제를 금
융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Thrift, 1994; Sassen, 2001). 화폐와 금융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Martin, 1999). 우선  
Harvey로 대표되는 막시스트 접근에서는 자본의 축적시스템의 이론화를 통한 
공간상품의 금융화(financialization)과정을 분석하고 있다(Harvey, 1978;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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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금융 산업의 재구축과 함께 금융시장과 서비스, 제도의 지리학 분
야이며(Lee and Schmidt-Marwede, 1993; Leyshon and Thrift, 1995). 세 
번째로는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금융의 중심지에 대한 연구이다(Thrift, 1994; 
Sassen, 2001; Clark, 2002). 마지막으로는 초기 논의단계이나 지역의 금융 흐
름과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논의가 있다(Martin, 1999). 지역산업 발전에서의 금
융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거대 도시개발 프
로젝트가 주요 공간 전략으로서 지역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프로
젝트를 둘러싼 금융자본의 흐름과 영향은 주요한 금융지리의 연구대상인 것이
다. 즉,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에서 공간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그 수익의 배분 등 현금 흐름과 위험관리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해
는 공간경제와 금융 시장의 통합에 대한 금융지리분야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김용창, 2005). 특히,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경에서 금융이 경제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와 금융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어떻게 이윤을 창
출하는 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영역적 접근이 필요하
다고 보고 있다(Jose and Olivier, 2015). 특히, 세계화시대의 지방과 글로벌 차
원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형태와 기
능,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Dixon, 2011). 

우리나라에서 금융지리 분야의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금융과 공간 활동
의 시공간적 결합에 대한 연구보다는 주로 부동산개발에서 자금조달 방식에 대
한 연구와 리스크에 대한 회피 방법 등 기술적인 시장 지향적인 연구를 주로 수
행한다(박종덕 외, 2009; 성무용 외, 2010). 한편, 최근의 도시개발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부동산 증권화 방식이 주요 연구주
제가 되고 있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의 자금조달이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
어지게 되는 도시개발 금융의 증권화와 부동산 유동화는 부동산과 공간개발 금
융을 자본시장과 통합시키는 새로운 메카니즘으로써 연구되고 있다(김용창, 
2001). 즉, 자금수요자의 관점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장기의 저
비용으로 조달할 것인가와 프로젝트의 위험을 어떻게 회피 전가할 것인가의 문
제 등이 연구대상이다. 자금공급 측(은행, 기관투자가,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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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금의 제공과 부동산의 보유로부터 생기는 비용과 위험을 어떻게 회피 전
가하여 포트폴리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와 보유 자산들로부터 소득이익
과 자본이익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두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방식이 부동산의 증권화 방식이며 이는 개별회사 또는 
공공부문의 예상 상환능력이 아닌 해당부동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Cash flow)
을 담보로 유통 가능한 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간개발 금융과 자본시장의 통합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도시개발에 
투입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금융이 정치 경제 지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수 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송도국
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에는 초국적기업의 참여는 있었으나 초국적 자본의 개
입이 미비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
싱 방법과 도시개발 금융의 유동화와 증권화 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구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파이낸싱에서도 프로젝트 
후반부에 도시개발의 금융 증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관련 자금조달 방식이 도입
되고 있다. 

2) 메가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

메가프로젝트를 소요 비용 규모로 다른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을 만
큼 메가프로젝트의 특징 중 하나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주요 기
관과 학자에 따라 기준이 되는 비용 규모가 다르지만, 미화 5억 달러 이상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미화 2,200만 달러 이상 (Flyvberg 외, 
2003)이나 중국화로 10억 위안 (미화 약 1억4,000만 달러, Zhai 외, 2009)이상
의 프로젝트를 메가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하며, 주로 대규모 비용투자가 이루어지는 
인프라 건설 관련 프로젝트들이 메가프로젝트로 분류된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즉, 메가프로젝트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사업 성공
의 중요한 요소이다. 1990년대 이후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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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민간참여 및 민간주도의 자금을 동원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프로젝트 파
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차입자가 프로젝트회사가 되는 금융형태로서 대출자가 
특정인의 신용을 근거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회사의 근간이 
되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즉 현금흐름과 그 경제단위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제
공하는 특정  금융을 가리킨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독립된 자본투자에 대한 
금융방법의 일종으로서 당해 프로젝트의 실질상 소유주인 사업주(Project 
Sponsor)의 기존자산 및 부채와는 구분되며, 신용평가는 프로젝트의 기대되는 
현금흐름이며, 사업주 회사의 수익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주 회사에 대한 소구권이 없으므로 사업주 회사는 프로젝트로부터 산출되는 
현금흐름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채무변제와 이자 지
급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소구권이 없거
나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이라고 정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적 전망은 사업주와 기타 참가자
의 신용공여와 결합하여,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이 제한적인 대규모 부채자금 조
달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단순히 “제한적 소구금융
(limited-recourse financing)”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박동규, 
2003). 요약하자면, 넓은 의미로 특정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
체의 금융방식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프로젝트의 사업성과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기법으
로 정의된다(Nevitt and Fabozzi,1995).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대규모 자원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플랜
트사업, 대규모 부동산 개발 등에서 이용되는데, 사업자금이 많이 소요되고 장
기간에 걸친 SOC 개발사업 등에 흔히 사용된다. 1983년 터키의 인프라 건설에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적용한 이래 민간자본과 기술을 유치
하여 도로, 항만, 상하수도, 정보통신기술 등을 건설하고 정비하는 데 널리 활용
되고 있다(김영상, 2007; 손재영, 2010).  이처럼 공공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추
진하여야 할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건설에는 거액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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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보통 민
자우선 방식은 공공부문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이 설
계, 시공, 금융,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이며, 여기에서 민간기업은 단순하청업체
가 아닌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기능하고 이 방식은 공공-민간합동
형 방식(PPP)로 발전되었다. 공공 민간 합동형 방식은 1992년 영국에서 민간부
문이 직접 공공 서비스를 건설하여 제공하는 민자우선방식(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과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그 자금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
하고자 하는 사업방식이다4). 1980년대 이후 민간 주도의 기업주의적 도시개발
을 통해 도시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개발전략이 주를 이루
면서 민간부문의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가 광
범위하게 도입되었고 사회자본 정비를 위한 효율적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김
용창, 2001b). 

대부분의 공공-민간 합동형 방식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대형사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주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
이낸싱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민간 합동형 방식은 특
정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프
로젝트의 성격상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5). 또한 프로젝트 자
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며 공공부문은 공익과 관련된 프로
젝트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민간부문은 프로젝트 디자인, 완성 및 자금조달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의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
업주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기업 금융과는 차
별되는6) 자금조달 기법으로 차주(借主)가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로 설립된 프로

4) 이는 대처시절 영국의 철도 교통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이다. 
5) 송도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15여년간 인천광역시의 시장은 총 4명이었다.  
6)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기업금융은 차주가 해당 기업 자신이 되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아닌 별도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사업주의 제무재표에 차입금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주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기업금융은 차주의 자산과 신용상태를 중요시하고 원리금 상
환도 차주의 상환능력에 의존하는 데 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
익을 근거로 상환이 이루어진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금융에 비하여 자금규모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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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가 된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자산
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사업자는 개인적인 변제책임이 없는 
비소구금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출자들은 프로젝트의 사업주
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증을 하게 하거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프로젝트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가 엄격히 분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즉,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대한 사업주의 아무
런 보장없이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에만 근거하여 융자 요청에 응하고 증권
을 매입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해 일정한 보증 및 담보를 자신의 자산을 근
거로 제공하고 채권자들도 프로젝트 도산 시 사업주가 제공한 보증 담보에 의해 
채권의 일부 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이다(손재영, 2010). 이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에 대한 회피 전가의 문
제가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개발형 부동산의 증권화가 새로운 자금 동원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3) 도시개발금융의 증권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은 위험 회피, 이전을 위한 신용보강 등 자금조달비용
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 장기간에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제외하고는 활
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법 등 제반여건이 개선
됨에 따라 소규모 민간 개발 사업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함께 자본의 국제 이동을 통한 금융시장의 통합 환경 하에서 부동산금융에서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Renauld, 2005)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시장통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국내적인 시각만이 아니

때문에 용이한 자금조달과 위험분산을 위하여 차주는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
주는 신디케이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대주는 대출금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정부, 프로젝트 사업자, 원료공급자, 생산물구매자로부터 직간접의 
다양한 보증을 받게 된다.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금융에 비하여 
금리수준이 높다. 그리고 차주는 리스크의 보상을 위하여 외환거래와 보험 등 부수적인 다른 
금융거래를 추가로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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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발전 되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과 마찬가지로 주요국의 주택대출 시장 등 부동산 금융시장이 급속히 세계
시장에 통합되어 가고 있고 위험의 배분과 이전 과정이 변화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경우 국제적인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서비스회사의 활동으
로 국경을 넘는 투자흐름이 점차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한만희·조만, 2008). 
이와 같이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이 통합되면서 도시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 또는 공간 개발금융을 자본시장과 결합시키는 메카니즘으로 
부동산 증권화(securitization)가7) 부각되고 있다. 증권화의 매력은 부동산의 유
동화를 촉진하고 대출자와 차입자 모두 장기계약에 잠겨있는 전통적인 저당 대
출금융의 비 유연성과 비 유동성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증권화를 
통해서 국지적인 부동산 또는 공간을 개발하는 데 국가적, 세계적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김용창, 2001).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통
합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 유동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인 부동산 증권화로는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제도가 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종의 뮤추얼펀드이다. 부동산에 직접 투
자하면서도 주식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유동성이 부여된 독
특한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리츠는 다른 금융상품과 수익률면에서 경쟁력을 갖
출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삼게 된다(김용창, 2001). 미국에서는 
리츠 이외에도 ABS, MBS, CMBS 등의 다양한 부동산 금융제도가 이미 오래전
부터 운용되고 있고, 호주는 부동산 투자만을 위한 신탁증권의 상장제도로서 부
동산 신탁증권(Listed Property Trust, LPT)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일본이 최초로 리츠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
리나라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기업주의적 도시개발 방식에서의 자금

7) 많은 경우 증권화보다는 넓은 개념인 유동화가 증권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만희, 
조만 2008,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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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방식으로 부동산의 증권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이 창출하는 현
금흐름으로 담보하는 유통 가능한 증권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념적으로 
개발형 부동산 증권화는 해당부동산이 수익을 창출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그 물
건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 또는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증권을 발
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 프로젝트 파
이낸싱과는 달리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매각한 
증권의 재매입을 약속함으로써 발행되는 증권과 기업어음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방식은 은행 등 금융기관
의 대출을 통한 방식과 자본시장을 통한 방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 개발금융은 1) 자산유동화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하는 PF 
ABS방식(회사채 형식); 2)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펀드를 이용한 방식; 그리고 
3) 상법상 SPC를 이용한 PF ABCP(기업어음 형태)로 나뉜다(한만희·조만, 
2008).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개념에 의지하기에는 도시개발프로젝트들이 가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완책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부동
산 개발에서 활용될 수 있다. 즉, 개발형 부동산의 증권화는 우량 임차인의 확
보가 예상되는 등 개발과 관련이 있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방법에 의해 건물완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 수익 
창출 부동산과 개발물건을 조합시키는 등의 방법에 의거하여 개발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공적기관의 보증과 같은 일정한 신용보완이 있는 경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형 부동산의 증권화는 현재 상태의 단순한 부동산 매각보다
는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
문에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증권화의 첫 번째 단계는 개발예상 부동산의 준공까지를 개발
프로젝트 자체를 증권화 하는 것으로서 대상 부동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취
득하고, 준공 후의 물건 처분대금을 통해서 배당 지급과 상환을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준공 후의 부동산 임대료 등 현금흐름을 담보로 증권화를 행하
는 것이고 이 두 단계의 통합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개발금융의 증권화를 위



- 45 -

한 성공요소로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포함한 프로젝트 추진주체의 신용력과 구상
책임의 범위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규모 개발
업자(developer)도 개발형 증권화의 추진주체가 될 수 있다(김용창, 2001). 대
규모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의 개발 초기단계에는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크고 현금
흐름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화가 어려워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비소구 금
융을 조합하여 자금을 조달하다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의 위험 정도가 가시화되
거나 일정궤도에 오르게 되면 개발형 증권화방식이 도입되기도 한다.  

4. 연구분석틀 :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의 개발거버넌스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의 개발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한 이상의 이론연구에서 
초국적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자본주
의의 축적과 관련된 도시정부의 기업주의화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추구라
는 큰 전략적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의 개발임을 파악하였다. 즉,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기업과 자본의 이동에 따라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 및 도시정
부들의 개발 전략들의 특징이라는 맥락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전략적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메가프로젝트가 가진 일반적 특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시개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도시개
발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 필수적인 활동인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
낸싱 방식의 변화와 이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개발거버넌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이론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
분석틀을 도출하여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의 개발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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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 분석틀을 바탕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사례로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주제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성립 배경과 주요 개발전략과 이행 
과정을 통해 초국적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는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의 정치 경제 
공간적 의미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 시대의 초국적기업과 자본이 참여하여 국내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 메
가프로젝트의 개발 전략과 계획, 공간 및 토지이용 계획, 주요 이행과정 등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사례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
발프로젝트는 인천시가 미국의 상업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Gale 
International)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게 송도 
일대에 매립한 토지를 공급하여 진행되고 있는 메가프로젝트이다. 매립지에 새
로 개발되는 도시로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초국적기업과 해외직접투자

[그림 2-2] 연구 분석틀과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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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공간개발의 전략 등 기존 도시
개발 사업과 차별화 된 개발 전략과 계획 등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다. 

둘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역할
과 상호작용, 이해관계 및 갈등구도 등의 특징을 파악하여 초국적 도시개발 메
가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송도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프로젝트의 
주요 행위주체인 중앙 및 지방 정부, 국내외 기업과 기타 다양한 민간 참여자들
이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각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본다.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자 서비스업체의 활용이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초국적 기업이 국내 부동산개발에 참여하면서 국내외 기업과 정부기관 
등이 형성하는 이해관계와 갈등구도 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다양한 세
부 프로젝트 활동별로 참여하는 생산자 서비스 기업(설계, 법무, 컨설팅, 감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갈등구조 
등을 분석하여 이들 활동이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
다. 주요 갈등과 이해관계의 축으로써 1)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2) 지방 정부와 
개발시행사, 그리고 3)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하여 시행사와 금융권의 관계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본다.

세 번째, 프로젝트의 주요 행위주체들의 프로젝트내 주요 활동에서 보여주는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과 자본, 생산자 서비스
업체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정부들의 프로젝트 내 주요 
활동을 통해 보여주는 공간적 스케일의 특징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초국적 도시
개발 메가프로젝트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 프로젝트 이행단계에 따라 주요 활동별 주요 행위주체들 간에 형성
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초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
발프로젝트 기획 및 새로운 시행 주체인 SPC 설립에서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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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중앙정부 등의 협력관계, 토지 공급 및 재매각 과정을 둘러싼 인천시
와 NSIC, 그리고 민간 개발사업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개발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고자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행 단계별 주요 행위 주체들 간의 관계 및 주
요 의사결정 과정 등 단계별 거버넌스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도시개발 메가프
로젝트 거버넌스의 역동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자
금조달을 위한 단계별 파이낸싱 방식의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시행사와 시공사
가 관련된 시행사 내부의 거버넌스 변화 등을 통해 파이낸싱의 개발거버넌스에 
대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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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현황

본 장에서는 연구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현황과 프로젝트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개발전략과 
관련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속해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배경과 관련 
제도적 특징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가 가지는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연구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속해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영종, 청라의 각 지구
별 개발 계획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토지이용 및 
주요 프로젝트의 내용을 통해 개발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배경

세계화에 따른 개방과 함께 초국적 기업과 금융의 이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속해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이 가지는 공간적 특성과 
한국 정부의 세계화에 대한 정치, 경제 그리고 공간 전략이 표출된 지역이다. 
이러한 전략은 정부 및 민간기업, 초국적 기업과 자본 등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에 나타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송
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정치 경제 지리적 배경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이하 IFEZ)1)은 인천광역
시 서해안 에 조성된 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 지정되었다. IFEZ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2003년 8월 11일 국내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209km2(6,336만평) 규모로 인천시 면적의 21%를 차지한다. 기반시설 조성비용만 약 14.4조에 
달하며, 송도, 영종 그리고 청라 3개 지구 내에 총 계획인구 49만 명을 목표로 2020년경 개발
이 완료될 예정이다(중앙일보, 2007.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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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시아 주요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기반으로 동북
아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로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비행시간 3시간 반 이내에 전 세계 인구 1/3이 거주하고 있으
며, 상하이•도쿄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과도 일일생활권을 형성하는 등 
최적의 지정학적 입지를 내세우며,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고급 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개성공단과도 가까워 향후 통일 한반도의 경
제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기반으로 동북아 비즈니
스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특구 유형 중 하나이며,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는 국내외 여타의 지역과 차별화된 세제, 규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

[그림 3-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치적 특성 : 인천-주요 도시 간 비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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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조성된 
특별 지역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경제특구는 자유무역지대(FTZ), 수출가공지역
(EPZ), 기업도시(Enterprise City), 산업특구(Industrial Park), 경제자유구역
(FEZ)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World Bank(2008)에 따르면 1959년 아
일랜드가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경제특구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현재 119개국에서 2,301개의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
다. 이는 1975년 25개국 79개의 경제특구가 지정된 이래 약 30여년 동안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외국인 친화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이 세계화에 대
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홍성호, 2012).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출증대와 외자유치를 위한 수출가공지역이 항만
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1990년 후반 금융위기 이후에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를 위해서 경남 양산, 전북 완주 등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되면서 재정지
원 및 세제혜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수출 가공지역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산
업 및 기능이 복합되고 규모가 확대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개발되거나 특
정 산업에 전문화된 산업특구(industrial park) 형태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전문
화된 산업특구 역시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
구역은 일반적으로 5000~1만ha 정도의 도시국가 수준의 개발규모를 가지며, 제
한된 산업 및 기능이 아닌 생산, 교역, 물류, 금융,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
된 형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FEZ)은 완화된 규제 세제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산업 및 기능이 집적된 복합 경제 개발지역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지구화가 국민국가와 도시에 끼
치는 영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세계화 시대에 적응
하고자 하는 국가 및 관련 이해집단의 공간적 대응전략의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구화에 대응한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이라는 관점
에서 보거나(남덕우 외, 2003), 이러한 특정 공간에 대한 선택적 지정과 운영에 
관련해서, 이를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와 자본 세력의 새로운 축적전략 중 하
나로 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동북아’라는 새로운 지리적 지역범위
를 축적의 주요한 지리적 범주로 만드는 공간적 조정으로 보고 있다(박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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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즉, 경제특구의 지정은 공간적인 ‘정치적 조정’이며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추구하는 축적전략들이 복잡하게 접합
하는 공간이며, 또한 초국가적인 경제흐름 속에서 국민국가의 영역성을 지닌 정
부와 자본이 연합해 동북아시아로 자신의 축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적 
조정이라는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 대한 
Glassman(2007)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경제위기의 발생과 극복과정은 특정 
장소에서 형성된 사회세력들의 투쟁의 과정, 구체적으로는 사회세력들의 축적전
략과 그들이 형성하는 정치연합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사회적 동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
했으며, 송도경제자유지역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으로 대표되는 시장에 
의해 세계화가 자동적으로 실현되었다기보다는 세계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김준우, 2004; 김준우, 안영진, 2006). 한편, 
인천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해 인천의 지구도시화 전략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도 
인천을 1883년 개항이후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식민지 관문도시로, 1960년대 국
가 주도적 수출산업화에 따라 수도권의 산업도시이자 수출항구로, 1990년대 중
국과의 수교 이후 그 근접성으로 인해 동북아 허브도시로, 지구적 도시로 변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근대 개항이후 경로 의존적 관성이면서 동시에 지
구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편승하려는 지향성의 종합적 결과라는 것이다(조명래, 
2007).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을 주목한 지역 엘리트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인
천을 수도권의 관문에서 동북아의 허브포트로 만드는 도시 전략을 강조했다. 그 
요약판이 1993년 최기선 인천 시장의 인천국제공항-송도신도시-인천항을 연결
하는 ‘트라이포트’ 개발론이다. 2000년대 인천시의 트라이포트 전략은 중앙정부
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정책과 맞물려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사 등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유치해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21세기 ‘다국적 자본의 조
차지’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박배균, 2005). 박배균(2005)은 인천경제발전구역을 
신자유주의 공간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1) 발전주의 국가의 계승된 제도적 형
태와 정책의 프레임(경로의존적인 발전국가의 조절프레임) 2) 새로이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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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화의 힘(경제적 지구화와 더불어 새로이 출현하는 민주화와 자유화의 
프레임) 사이에서, 특히 강한 민족주의적 전통 속에서 자유화에 대한 저항을 우
회하기 위한 공간선택적인 자유화 전략의 채택과정으로 본다. 이들 연구는 접근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인천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
영이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관련 사회 세력들
의 대응방식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지역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특성으로 인천경제자
유구역을 정리하였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구화 과정에 조응하기 위한 
지방적 재구조화 과정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메카니즘이 인천이라는 도시
에서 지방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방적 과정을 작동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구화 과정을 지방적으로 수용하
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인천의 지방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화 과정과 접
합시키고자 한다. 즉 인천이 가진 지리적 역사적 특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설
정과 추진에 최대한 반영된다고 주장 한다2). 셋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거의 전
적으로 국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넷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각
종 생산 및 금융단지와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우선 중점을 둔
다. 이러한 개발 사업들은 구역 내에 유치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물
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적으로 참여단체 및 건설업
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서 특성을 가진다. 다섯째, 인
천경제자유구역의 건설과정을 둘러싼 포섭/배제에 따른 갈등과 긴장, 양극화의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최병두, 2007). 

즉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구화에 대응한 경제 합리성의 결과 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정치세력들 간의 협상과 갈등의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
의적 재구조화를 위한 지구화 프로젝트이다. 이 논의는 지구화를 지구적인 것이 
지방적인 것의 특이성을 소거하는 균일화 또는 집중화의 힘으로 여기는 것을 반
대하고, 지방들이 지구적 과정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변증법

2) 인천의 지경학적 특성-배후의 방대한 수도권 시장, 개성공단과 근접해 남북교류의 교두보로 활
용 가능, 첨단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보유, 뛰어난 접근성과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허브로서의 
가능성(비행거리 4시간 이내에 인구 100 만명 이상 도시가 51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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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혼종을 생산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즉 지구화 과
정은 지방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통해 구현되며, 이러한 지방화 
과정은 지구화 과정을 추동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추구하는 축적전략들이 
복잡하게 접합하는 공간임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초국가적인 경제흐름 속
에서 국민국가의 영역성을 지닌 정부와 자본이 연합해 동북아시아로 자신의 축
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간적 조정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인천경제자유
구역도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이며 이는 지구-지방화를 추동하는 공
간적 전략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개입의 측면에서는 2000년대 지구화와 맞물린 국가의 
공간전략은 1970년대의 그것과는 다르다. 국가의 개입은 새로운 도시정책(공사
파트너쉽, 첨단과학단지, 벤처기업지원, 경제자유구역 등)의 도입과 국가적 지방
적 제도의 재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자유주의 담론에 의해 경제정책들은 국가
개입의 축소를 전제로 시장 주도적 의제들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실
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가 주도적이며 국가에 의해 상당부분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
발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이러한 개입은 정치적 지배집단들의 지지기반 확보를 
전제로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도시 스펙타클을 창출함으로써 지배 
권력의 힘을 과시하는 기념비적 업적이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
출은 사회적 재분배정책의 위축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와 직간
접으로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준다. 
다른 한편 이런 프로젝트의 국가개입은 사업의 성공, 즉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
의 역할과 관련된다. 시장 지향적 탈규제의 배경 속에서 민간자본 투자와 사업
주도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민영화하는 한편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
한 위험은 국가에 의해 보증된다(Brenner, 2003; 최병두,2007)

경제적 지구화가 국민국가와 지역 단위에 끼친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이며  국
민국가와 지방정부가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인천자유
경제구역의 정치적 동학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되어 나오는지 이런 주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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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구화와 관련된 초국적 행위자와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국민국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지방의 행위자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지구화와 
국민국가, 지방간의 영역성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및 제도적 특징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
장한  이후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만들자는 국가전략방향이었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3)에서 출발하였고 이 전략의 구체적인 공간적 
표현 중에 하나가 경제특구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정이다. 2002년 국가
의 주된 경제 공간 전략으로 등장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보
고서의 주된 내용은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그 위상이 제고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3대교역권(EU․NAFTA․동북아)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더불어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그리고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경우도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초국적 기업의 유치 등을 통해 
자국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므로 동
북아경제권에서의 주도권 경쟁에 대한 대응함으로써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
용한 전략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경
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하
여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후, 기존 자치단체와는 차별적인 제도로 운영
하여 외국인 친화적 여건을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조성하고, 후보지역으로써 우
선적으로 송도신도시, 영종도지역 및 김포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부산, 
광양 등 지방의 경우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지정을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과 개발의 용이성 측면에서 송도신도시의 경우 바다를 매립한 지
역으로 사유지 수용 등 장애  요소가 없어 신속한 개발이 용이하며, 현재 외국

3) ‘동북아 중심’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연두기자 
회견에서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3
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발전기획단이 구성되고, 4월 4일 기본 계획안이 확정된
다. 구체적 내용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공항 · 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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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투자 유치 계약이 체결되어 외자유치 등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 이라고 밝
히고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인천시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와의 사업추진을 위하
여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시기적으로 
이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표와 같다.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내용과 추진방향’ (김종혁 외 2003)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보고자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단 보고자료, 2002) 

일자 주요 내용

2002. 1.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
성한다는 기본구상발표

2002. 3.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발전기획단 구성

2002. 4.

발전기획단의 기본계획 확정(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공항, 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으
로써 세계 유수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전
략 중 하나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포함됨  

2002.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정부시안) 발표

2002. 8.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고

2002. 11.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제특별구역이 특정지역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
특별구역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

2002.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003. 7.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첫 신청 : 경제자유구역 지어 신청서에 후보지역으
로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옛 김포매립지) 3곳을 포함시키고 이지
구들의 개발계획과 부동산 투기억제방안 제시 

2003. 8.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 : 정부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자
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송도, 영종, 청라지구 6,336만평을 경제 자
유구역으로 지정 

2003. 10. 부산, 진해와 광양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2008. 황해, 새만금 • 군산, 대구 • 경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표 3-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추진경과 



- 57 -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통
과된 이후,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특례를 강
화하는 방안으로 수차례 개정되었고, 2009년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 으로 개정되어 법적위상이 높아졌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경
제자유구역 시행계획 승인권한이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토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금
액에 따라 산업•연구시설 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역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건설비
용의 50%를 초과해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4). 또한, 경제자유구
역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11개 법률 15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
되며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38개 법률 71개 사항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 또한, 특별법 제 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따라 개발 시행사업자는 개발 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총 13개의 부담금을 감면 받는다. 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 계획 및 
인허가 관련 시간 단축 및 경제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경제
자유구역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법 개정의 방향은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었다(표 3-3 참조). 그러나 2010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실태
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2011년 이후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
제자유구역의 운영 부실 및 개발의 부진 등과 관련하여 토지 환수 및 개발시행
업자의 변경, 과도한 시행이익의 환수 등 책임과 과실에 대한 벌칙 등 관리와 
통제 등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4)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2009.07.28.



- 58 -

자료 : 이상훈, 문미성(2011) 기반 재구성

구분 제도 내용

조세감면

⚫제조업/관광업($10M이상), 물류업/의료업($5M이상), 개발사업자($30M 이
상, 외투비율 50% 이상, 총사업비 $500M 이상: 소득/법인세 및 취득세/등록
세/재산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제조업($30M이상), 관광업($20M이상), 물류업($10M이상), R&D($2M 이상,  
석사급 연구원 10인 이상 상시고용): 소득/법인세 및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2009년 1월 1일.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조세감면 혜택 확대]
⚫ 수입자본재 관세 3년간 100% 면제 
⚫ 외투기업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 : 소득세 30% 감면 또는 17% 단일세율 
적용 중 선택

자금자원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지자체는 임대용 부지조성, 임대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비 등 지원
⚫지식경제부는 미화 1천만달러 이상 투자 공장시설(사업장) 및 연구원 10인 
이상 고용 연구시설 신/증설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50년, 50~100%) 또는 수의 계약을 통한 사용, 수익,  
대부, 매각 가능
⚫도로, 공항, 항만,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국가 및 지자체가 우선 지원

규제완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열자 고용의무 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수도
권 과 억제 각종 행위제한 비적용, 무급월차휴가 및 무급생리휴가 가능, 근
로자 파견대상 업무확대 및 기간연장

현금지원
⚫외투 비율 30% 이상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도기술 수반/부품, 소
재 제조사업 등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 최소 5% 이상 지원 

외환거래 
완화

⚫1만불 범위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대외지금수단으로 직접 지급 허용

외국교육
⚫외국교육, 연국기관에 대해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 재정지원, 각종 규제
완화, 2011년 12월 31일까지 설립 승인 신청시 재학생의 30% 이내 초중고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국제기구 등의 외국인 종사
자 주택특별공급,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각 사업지구의 
1~10% 이내 임대주택 공급
⚫1만달러 이내 무신고 거래가능, 외국인전용 카지노 특례, 외국방속 재송신  
채널수 확대구성 및 운영가능 

<표 3-2> 경제자유구역 주요 인센티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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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인
·허

가
 의

제
사

항
을

 추
가

-. 
외

국
인

이
 개

설
하

는
 의

료
기

관
의

 내
국

인
 

이
용

을
 허

용
-. 

경
제

자
유

구
역

 내
 행

정
기

구
의

 자
율

성
과

 독
립

성
을

 높
이

기
 위

하
여

 시
·도

지
사

가
 행

정
기

구
 

소
속

공
무

원
에

 대
한

 임
용

권
의

 일
부

를
 행

정
기

구
의

 장
에

게
 위

임
 -

->
 현

행
제

도
의

 운
영

상
 나

타
난

 일
부

 미
비

점
을

 개
선

·보
완

<표
 3

-3
> 

경
제

 자
유

구
역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주
요

 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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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

개
정

 

경
제

자
유

구
역

 지
정

요
건

 완
화

 
경

제
자

유
구

역
개

발
계

획
의

 실
시

계
획

 승
인

에
 따

른
 인

·허
가

 의
제

사
항

 확
대

: 
36

개
 법

률
 6

5개
 사

항
--

>3
8개

 법
률

 7
1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의

 특
별

지
방

자
치

단
체

 전
환

 
외

국
병

원
 설

립
주

체
 개

선
: 

외
국

인
이

 의
료

업
을

 목
적

으
로

 설
립

한
 「

상
법

」
상

 법
인

으
로

서
 외

국
인

투
자

비
율

이
 1

00
분

의
 5

0 
이

상
이

고
 경

제
자

유
구

역
에

 
소

재
하

는
 등

의
 요

건
을

 갖
춘

 법
인

에
 대

하
여

는
 경

제
자

유
구

역
에

 외
국

의
료

기
관

을
 개

설
할

 수
 있

도
록

 함
 

외
국

인
 전

용
 카

지
노

 허
용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의

 사
무

 중
 시

·도
지

사
가

 직
접

 처
리

하
는

 사
무

의
 범

위
 

조
정

 :
 도

시
관

리
계

획
결

정
권

: 
건

설
교

통
부

->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시

/도
지

사
)

일
정

규
모

 
이

하
 

실
시

계
획

 
승

인
권

 
재

경
부

장
권

->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시

/도
지

사
)

-.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의
 지

방
채

  
발

행
 및

 기
금

설
치

 등
을

 통
한

 다
양

한
 재

원
확

보
 가

능
, 

국
고

보
조

금
 지

원
 -

. 
경

제
자

유
구

역
에

서
 개

발
사

업
의

 추
진

과
 외

국
인

 투
자

유
치

의
 성

과
를

 높
이

기
 

위
하

여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요

건
을

 
완

화
: 

국
제

항
만

과
 국

제
공

항
 여

건
 제

외
로

 내
륙

지
역

 
지

정
 가

능
- 

인
허

가
 의

제
 사

항
을

 확
대

하
며

, 
외

국
인

의
 

의
료

기
관

 설
립

을
 허

용
하

는
 등

 행
정

절
차

를
 간

소
화

하
고

 관
련

 규
제

를
 완

화
하

려
는

 것
임

 

4
20

08
.2

.2
9

정
부

조
직

 개
편

에
 따

라
 경

제
자

유
구

역
 지

정
업

무
를

 재
정

경
제

부
에

서
 지

식
경

제
부

로
 이

관
, 해

당
 업

무
를

 효
율

적
으

로
 추

진
.

5

20
09

. 
1.

30
‘경

제
자

유
구

역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으
로

 
전

면
 개

정
  

법
 제

명
의

 변
경

 :
 외

국
인

투
자

 촉
진

을
 위

하
여

 경
제

자
유

구
역

을
 지

정
하

고
 

운
영

하
는

 이
 법

에
서

 다
른

 법
률

의
 특

례
를

 많
이

 정
하

고
 있

으
므

로
 법

률
의

 성
격

에
 맞

게
 개

정
함

. 
조

성
토

지
의

 처
분

방
법

 등
: 

개
발

사
업

시
행

자
는

 조
성

토
지

를
 실

시
계

획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공
급

할
 수

 있
도

록
 하

되
, 

조
성

토
지

의
 공

급
절

차
·방

법
 등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도
록

 하
고

, 
외

국
인

투
자

의
 유

치
 등

을
 위

하
여

 조
성

토
지

를
 

공
급

하
는

 경
우

에
는

 지
정

용
도

의
 준

수
, 

전
매

금
지

 및
 환

매
특

약
 등

의
 조

건
을

 
붙

여
 공

급
할

 수
 있

도
록

 하
며

, 조
성

원
가

 이
하

로
 할

 수
 있

도
록

 함
.

외
국

학
교

법
인

은
 「

사
립

학
교

법
」 

제
3조

에
도

 불
구

하
고

 교
육

부
장

관
의

 승
인

을
 

받
아

 경
제

자
유

구
역

에
 외

국
교

육
기

관
을

 설
립

할
 수

 있
다

.

-. 
각

종
 개

발
행

위
 간

의
 정

합
성

의
 확

보
 :

 다
른

 법
률

에
 의

한
 개

발
행

위
를

 허
가

·인
가

은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과
 협

의
-. 

외
국

인
투

자
를

 활
성

화
하

기
 위

하
여

 외
국

인
 

투
자

환
경

 개
선

을
 위

한
 특

례
 규

정
 

-. 
그

 밖
에

 현
행

 제
도

의
 개

선
·보

완
-

. 
송

도
국

제
학

교
 개

교
(2

01
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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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부
개

정

국
가

 및
 지

방
자

치
단

체
는

 경
제

자
유

구
역

 개
발

사
업

을
 원

활
히

 시
행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에
는

 개
발

사
업

 시
행

자
에

 대
하

여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관
세

법
」 

및
 「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법

인
세

·소
득

세
·관

세
·취

득
세

·등
록

면
허

세
 및

 재
산

세
 등

의
 조

세
를

 감
면

할
 수

 있
다

. 
 

국
가

 및
 지

방
자

치
단

체
는

 경
제

자
유

구
역

에
 입

주
하

는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이
하

 
"입

주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이
라

 한
다

)에
 대

하
여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

관
세

법
」 

및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국

세
와

 지
방

세
를

 감
면

 가
능

-. 
경

제
자

유
구

역
 활

성
화

를
 위

한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인
센

티
브

 제
공

 

7
20

11
.4

.4
. 

일
부

개
정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은

 다
른

 법
령

에
 따

른
 개

발
행

위
 제

한
 등

으
로

 상
당

한
 기

간
 

내
에

 경
제

자
유

구
역

을
 개

발
할

 수
 없

게
 된

 경
우

, 
외

국
인

투
자

의
 현

저
한

 부
진

 
등

으
로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목

적
을

 달
성

할
 수

 없
을

 것
으

로
 예

상
되

는
 경

우
 

등
에

는
 경

제
자

유
구

역
위

원
회

의
 심

의
·의

결
을

 거
쳐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을

 해
제

할
 수

 있
도

록
 함

시
·도

지
사

는
 개

발
사

업
시

행
자

가
 거

짓
이

나
 부

정
한

 방
법

으
로

 승
인

·지
정

 등
을

 받
거

나
 개

발
사

업
시

행
자

의
 귀

책
사

유
로

 토
지

매
수

 등
이

 지
연

되
어

 개
발

사
업

 시
행

기
간

 내
에

 개
발

을
 완

료
하

지
 못

할
 것

으
로

 예
상

되
는

 등
의

 경
우

에
는

 
개

발
사

업
시

행
자

의
 지

정
을

 취
소

하
고

 다
른

 개
발

사
업

시
행

자
로

 대
체

 지
정

지
정

이
 취

소
된

 개
발

사
업

시
행

자
에

게
 개

발
사

업
을

 위
하

여
 매

수
한

 토
지

를
 

대
체

지
정

된
 개

발
사

업
시

행
자

에
게

 매
도

하
라

는
 명

령
을

 할
 수

 있
도

록
 함

개
발

이
익

의
 재

투
자

 :
 개

발
시

행
사

업
자

는
 개

발
이

익
의

 일
부

를
 기

반
시

설
 및

 
공

공
시

설
 설

치
비

의
 일

부
로

 충
당

해
야

 함
행

정
기

구
(이

하
 "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이

라
 한

다
)의

 장
은

 시
·도

지
사

가
 임

명
하

되
,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과

 미
리

 협
의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경

제
자

유
구

역
이

 둘
 

이
상

의
 시

·도
에

 걸
쳐

 있
는

 경
우

에
는

 해
당

 시
·도

지
사

가
 협

의
하

여
 공

동
 임

명
한

다

-. 
경

제
자

유
구

역
 개

발
의

 장
기

간
 지

연
 등

으
로

 국
민

의
 재

산
권

이
 과

도
하

게
 침

해
되

지
 않

도
록

 하
기

 위
하

여
 경

제
자

유
구

역
 지

정
해

제
사

유
를

 구
체

적
으

로
 규

정
-. 

정
당

한
 사

유
 없

이
 개

발
을

 지
연

시
키

는
 

등
의

 경
우

에
는

 개
발

사
업

시
행

자
 지

정
을

 취
소

하
고

 다
른

 개
발

사
업

시
행

자
로

 대
체

 지
정

 가
능

-. 
현

행
 제

도
의

 운
영

상
 나

타
난

 일
부

 미
비

점
을

 개
선

·보
완

-. 
토

지
매

입
 매

수
 및

 개
발

사
업

자
 변

경
 명

령
 등

 

==
> 

20
10

년
 감

사
원

의
 경

제
자

유
구

역
 감

사
결

과
 지

정
취

소
 및

 시
행

사
업

자
 변

경
 등

 규
제

 
및

 조
정

역
할

을
 위

한
 법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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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 
법

제
처

, 국
가

법
령

정
보

센
터

 

8
 

20
12

.1
2.

11
., 

일
부

개
정

[경
제

자
유

구
역

 지
정

 해
제

의
 의

제
] 

경
제

자
유

구
역

으
로

 지
정

·고
시

된
 날

부
터

 
3년

(혹
은

  
4년

) 
내

에
 실

시
계

획
의

 승
인

을
 신

청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는

 그
 

기
간

이
 만

료
한

 날
의

 다
음

 날
에

 해
당

 지
역

에
 대

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이
 

해
제

된
 것

으
로

 본
다

.
개

발
사

업
시

행
자

는
 개

발
사

업
을

 시
행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에
는

 
토

지
소

유
자

에
 대

한
 환

지
를

 실
시

할
 수

 있
다

(신
설

).

-. 
개

발
사

업
시

행
자

가
 재

정
난

 등
으

로
 사

업
 

추
진

이
 어

려
운

 경
우

 개
발

사
업

시
행

지
역

이
 장

기
간

 방
치

됨
으

로
써

 주
민

들
의

 재
산

권
이

 침
해

당
하

고
 

있
는

바
, 

개
발

사
업

시
행

자
가

 
개

발
사

업
을

 시
행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에
는

 토
지

소
유

자
에

 대
한

 환
지

를
 할

 수
 있

도
록

 함
.

9
20

13
.3

.2
3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주

무
부

서
가

 지
식

경
제

부
에

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로

 이
관

10
20

14
.1

2.
30

., 
일

부
개

정

경
제

자
유

구
역

 내
 단

지
 등

(산
업

단
지

, 
자

유
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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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개발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를 관장
하는 정부차원의 별도 행정기구를 설치에 대하여, 경제특구 내 일반 행정업무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이 관장하고 특별 행정기구는 
경제특구내 외국인투자․교육․금융 및 출입국 제도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
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one-stop service)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
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수도권 서부축 중심지역에 본부 청사
를, 다른 경제특구에는 지역별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방향 하에 인천경제자유구
역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서 Max Weber가 이야기
하는 관료제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즉, 경제자유
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신설하고 인천광
역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둠으로써 이를 통하여 행정 권력의 유지와 확대
를 추구한다는 것이다(김준우, 2004).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주체인 현재 각 
지방정부의 산하에 있지만 각 경제자유구역청을 통솔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중앙정부(지식경제부) 산하에 존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간접으로 동시에 
관련하는 형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거의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구역의 지정 및 구체적 개발계획의 입안 및 추진, 전반적 사업운영
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조
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상당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한편으로 외국자본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함에 따른 위험부담을 보장하
고, 다른 한편 이 구역의 개방, 투자조건 등에 대한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을 주
도하고 있다(최병두, 2007).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추정 사업비 14조 7,61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국고지원(21.4%), 지자체(45.7%), 민자 • 외자(6.7%), 한국토공(26.2%)으
로 나누어 민자와 외자를 통한 사업 내용의 비중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 중 민자와 외자의 사업비 중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완공
에 요구되는 외국인 투자액인 총 사업비는 약 50,730백만 달러이고 현재 계약
이나 M O U (양해각서)를 통해 확보한 외국인투자예정금액은 6,589백만 달러
로 필요액의 13% 정도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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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첨단산업지구로 개발한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인구 9만 명으로 
GM 대우의 R&D 시설이 입지하였고 LG그룹은 2011년 청라지구에 정보통신 기
반 자동차설계 자회사인 V-ENS를 이전하는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의 입주가 이
어졌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송도 지구(송도국제도시)5)는 53.4km2(1,612만평) 넓이의 매립지에 계획인구 
25.6만 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송도지구는 인천시 연수구 일대 해안의 총 11
개 공구의 매립지 53.4km2(1,615만평) 위에 조성되었다. 연구지역인 국제업무단
지를 중심으로 바이오메디파크, 지식정보산업단지, 국제학술연구단지, 업무/레져 
복합단지로 구성되어 사이언스 빌리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항물류단지, 아

5) IFEZ 의 송도지구는 공식적으로 송도국제도시로 불리우나, 송도지구 내 위치하는 본 논문의 
사례지역인 ‘송도국제업무단지’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송도지구로 표기한다.

구분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

주기능
국제비즈니스

바이로 및 
지식기반산업

공항지원
항공물류

국제관광산업

국제금융 
레져,스포츠,첨단산업

면적 53.3km2 
(1,612만평)

98.4km2 
(2,977만평)

17.8km2 
(538만평)

계획인구 25.6만명 29.9만명 9만명

거주인구 6만5천명 4천6만명 6만명

개발사업

국제업무단지
바이오단지
서비스산업 허브
지식정보산업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U-City시범사업
인천대교

인천공항2단계 개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의무의 문화관광
레져 복합도시
영종복합리조트

국제업무금융타운
첨단산업단지(IHP)
로봇테마파크
신세계교외복합
쇼핑몰
베어스베스트청라
골프장

<표 3-4>  IFEZ 지구별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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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물류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개발되고 있다. 매립 준공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개발기간은 2003년부터 2020년이다. 주요 토지 이
용 방식은 주거, 교육, 상업용지, 물류, 레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
는 복합 개발 사업이다. 

자료 : 포스코건설 보고자료 기반 재 작성 

송도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하드웨어 건설을 중
점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외국인 개발사업 시행자 유치에 전략적 방향을 우선 설
정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계 개발 컨소시움이 시행하는 국제업무지구와 랜드마
크시티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전략은 외국계 사업시행자에 의해 글로
벌 스탠더드의 시설물을 건설함으로써 향후에 입주할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판단과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
과, 외자유치에 의한 재원조달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한미섭, 
2008).

공구 사업기간 면적(km2)
1 1996~2003 4.3
2 1994~1999 2.5
3 2001~2005 2.6
4 1994~1999 3.3
5 2003~2008 3.4
6 2004~2011 2.6

7 2003~2008 3.0
8 2004~2011 3.7
9 2010~ 5.0
10 2011~ 12.6
11 2011~ 10.5
계 53.4km2 (1,615 만평)

<표 3-5> 매립일정

[그림 3-4] 송도지구 매립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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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총 사업금액 35조원, 사업기간은 1994~2020년으로 약 20여년에 걸친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인 개발 방향으로 4대 허브를 조성하고 다른 도
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3대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4대 허브란 
비즈니스 허브, 관광 • 레저 허브, IT • BT • R&D 허브, 물류 허브이다. 비즈
니스 허브란 세계적 기업의 운영본부를 유치하고 중국 및 북한의 생산기지를 활
용함을 의미하고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한 사업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 컨벤
션 센터, 청라금융센터, 영종 IBC 를 건설한다고 제시한다. 

3대 차별화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유비쿼터스 개념을 반영한 최첨단의 
정보화 도시, 둘째, 수변 공간, 공원녹지 등 60%이상을 공공용지로 조성한 쾌적
한 생태 도시, 셋째, 첨단 신 교통시스템으로 무소음, 무지체, 무공해의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선진적인 인프라 구축, 대폭적인 규
제완화를 통해 외자유치를 강화하고자 하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송도국제
도시의 사업개발 전략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1단계 (2003~2009) 2단계 (2010~2014) 3단계 (2015~2020)

국제업무단지 정주환경 
조성: 송도 컨벤시아, 센트럴
파크, 더퍼스트월드, 
커낼워크,쉐라톤인천호텔, 잭
니클라우스골프클럽 등 

바이오메디파크 : 셀트리온 
등

지식정보산업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하수

처리, 재활용시설조성
유시티 시범사업 유치
인천대교 완공

국제업무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아트센터, 인천포스코자
사고, 대우인터내셔널, 롯데, 
이랜드, 시스코, ADT캡스 등

GCF, 세계은행, GGGI 입주
바이오메디파크: 삼성바이

오로직스, 동아제약, 아지노모
도제넥신 등

송도국제복합화 단지 조성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운

영: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
슨대, 유타대, 겐트대 등 

인천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11공구 부지 조성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유시티 기반시설 조성
인천 신항 개발
송도하수처리장 증설 

<표 3-6> 송도지구 단계별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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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며 이를 위하
여 외국인학교, 병원, 주거시설 등의 정주여건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이미지를 갖추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료 : 송도 IBD Press Kit 내용기반 재 작성 

기업유치 전략으로는 타겟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
도록 하여 현재 개발 사업을 시행 중인 외국인 개발사업 시행자의 해외 네트워
크를 활용, 공동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고, 2009년 세
계도시 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 게임 등 유치 확정된 국제적인 행사와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국제 업무단지의 선도 지구 주변에 도시 첨단산업 기능을 연계시켜 업무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며 초기 수요에 대비한 인천 기존 도심과의 근접성을 활용
하여 인천지역을 서비스 권역으로 하는 비즈니스 기업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 R&D, 교육 연구기능이 서로 연계된 송도 첨단 산업 

주요 개발단지 주요 개발 현황 및 계획

바이오메디파크
(4, 5, 11공구)

※ 바이오시 러 제품연구/생산/임상실험 등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
성
-. ㈜셀트리온의 바이오 신약 생산시설 및 R&D 센터 운영 중
-.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가동
-. 2012년 9월 동아제약 항체의약품 바이오시 러 공장 착공
-. 2013년 아지노모도제넥신 세포배양배지 제조시설 착공

지식정보 
산업단지

(2, 4 공구)

※ 미국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 한 테크노파크, U-IT 클러스터 조성 
계획-. 인천 Techno Park와 벤쳐빌딩 등 

국제학술연구단지
(5, 7공구)

※ 연세대 송도국제화 캠퍼스 개교 :신입생대상 레지덴셜컬리지 
  운영 중
※ 인천글로벌 대학캠퍼스 : 뉴욕 주립대, 유타대,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등 학부 및 대학원과정 운영 중  

업무/레져 
복합단지

(6, 8 공구)

※ 싸이러스 송도개발 주식회사(교보증권 컨소시움)가 개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 초 인천시에 토지 재매각 개발 중단

<표 3-7> 송도지구 단지별 주요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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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및 고도 지식산업의 집적단지를 형성함으로써 첨
단융합기술 산업클러스터, u-IT클러스터, Wireless Digital 클러스터와 산업서
비스 및 클러스터 지원기능이 합쳐진 첨단 IT 융합 밸리를 구축하고, 더불어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시설을 유치하고 국제업무단지 내의 다국적 기
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술관, 생태관, 
아트센터 등의 문화시설과 아시아권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엔
터테인먼트형 쇼핑 몰 등을 건립하여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는 유치 전략을 전개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도시 이미
지 확보와 더불어 지역 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송도지구의 개발 환경 및 시장 여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투자자 및 이용자 등 수요자의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적 수
준의 도시 인프라 시설의 정비를 통한 생활여건의 개선과 투자유치 환경의 개선
을 도모하고 있다. 외국인 정주환경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내에 투자, 산업활
동, 연구, 교육, 그리고 취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여건
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내에 
외국 인력이 장단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
도록 하였다. 

2)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본 논문의 연구지역인 송도국제업무지구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Songdo IBD)는 미국의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송도
신도시개발 유한회사(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NSIC)가 송도지구 내 
1,3 공구와 2, 4공구 일부 지역의 토지를 인천시로부터 매입하여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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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포스코건설 송도사업소개자료 (2006)

NSIC의 마스터플랜 상에 나타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토지 용도는 크게 국제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공원녹지용지와 공공문화시설용지로 5가지의 용
도 구역으로 구분된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초국적 기업의 유치와 그 관계자들

사업주체 
NSIC(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지분율 : Gale International 70.1%, 포스코건설 29.9%
법인설립 : 2002. 3.18

사업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매립지 1,3 공구(2,4 공구 일부)

부지면적 574만m2 (173만평)

사업기간 2003년~2020년

계획인구 상주인구 : 61,500명/22,000세대
경제활동인구 : 264,000 명 

주요시설
사업규모

구분 
부지면적 

단위: 만m2 
(만평)

지상연면적
단위: 만m2 

(만평)
비고

업무시설 76 (23) 436 (132) 40개 블록

상업시설 16 ( 5) 43 (13) 13개 블록

주거
시설

아파트 77 (23) 190 (58) 25개 블록
14,960세대

주상복합 41 (13) 154 (46)
14개 블록

7,500세대/단지
내상가면적포함

단독주택 15 (5) 5 (2) 1개 블록
151 세대

소계 133 (41) 349 (106)

합계 225(69) 828 (251)

<표 3-8>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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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하에 개별 프로
젝트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마스터플랜사인 KPF의 경우 국제도시로서의 송도와 한국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도시로서의 송도를 설계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한 시도가 다양한 프
로젝트에 반영되어 송도국제업무단지 만의 차별화된 토지 이용과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국제업무도시로서의 특징적 경관과 기능
을 제공하는  주요 프로젝트로는 동북아무역센터 건물과 컨벤시아, 중앙공원과 
수로, 체육시설로 개발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코리아와 국제학교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료 : 포스코건설 내부 보고자료 참고 재작성 (2006)

(1) 국제업무용지
먼저, 국제업무용지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주요 핵심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컨벤션센터와 동북아무역센터 (North East Asia Trade Tower, NEATT)를 비
롯하여 포스코건설 사옥과 다국적 기업 및 국내 대기업을 유치를 위한 업무용 
빌딩을 위해 조성된 용지이다. 약 20만평 규모의 부지로 중앙공원의 서쪽대로변
과 남북에 위치하여 주요 건물에서 중앙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주요 프로젝트 개발면적
(만평) 투자액(억원) 개발기간 설계 및 자문

동북아무역타워
(NEATT) 4.5 5,000 2006~2010 KPF

컨벤션센터 4.3 1,500 2005~2007 Conventional
Wisdom

국제학교 1.5 1,500 2006~2008 HAG, Chadwick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코리아 28 2007~2009 Kitson & Partners

Jack Nicklaus Design

중앙공원 12 2,000 2006~2009 KPF

<표 3-9> 송도국제업무단지 주요 프로젝트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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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국제업무용지
자료 : 포스코건설 내부 보고자료 (2006)

[그림 3-6] 송도국제업무단지 주요 프로젝트 분포도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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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인 NSIC 입장에서는 국제업무용지와 상업용지는 개발에 대한 수익의 
회수 기간이 긴 비수익 사업으로 이 용지에 대한 개발일정으로 인해 IFEZ 측과 
갈등을 빚게 된다. NSIC 수익사업인 주거용지를 먼저 개발해야 만 인구의 유입
과 함께 추가적인 기업 유치가 된다는 입장이나 인천시와 IFEZ 입장은 국제도
시를 만든다면서 아파트만 짓는다는 여론의 비판을 인식하여 주거와 업무/상업
지구개발을 50:50으로 엄격히 유지할 것을 요구해 시행사는 자금 흐름에 어려
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주거와 업무 및 사업시설의 개발비율 이슈는 프로젝트 
기간동안 양측의 지속적인 이슈로 거론되고 시행사는 2007년에는 Linkage 프
로그램 방식을 도입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연계하여 프로젝트의 자금 리스
크를 회피하려 했으나 운영비용의 증가로 중단하게 된다. 국제업무용지 내 주요 
프로젝트인 동북아무역센터(NEATT)는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랜드마크 건물로 
300미터 높이의 65층 건물로 오피스공간과 장기 투숙호텔 및 편의시설 등의 용
도로 국내외 주요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완공 후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재정난으로 2013년 대우인터내셔널에 매각되어 2015년 현
재 대우인터내셔널과 NSIC/GIK 등이 입주하고 있다.

[그림 3-8] 동북아무역타워 (NEATT)와 컨벤시아 
자료 : 송도 IBD Press Kit(2015) 및 송도 소개 자료(포스코건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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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용지
상업용지는 일반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호텔 백화점과 같은 국제 전시 교

류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고 있다. 초기 Taubman Asia 
Management6) 사의 참여로 다양한 리테일 콤플렉스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으
나 초기 정주인구 부족 등으로 가장 늦게 개발이 진행된 영역이다. 초기 설계에
서는 Taubman 주도로 건축면적 3만평, 투자액 4천억 원 규모로의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개발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 롯데그룹에서 NSIC로부터 8
만4500m2 (약 2.5만평)의 토지를 사들여 ‘롯데몰 송도 (연면적 41만 4천㎡)’를 
개발하게 된다. 2013년 4월 착공하여 백화점, 호텔, 마트, 시네마 등이 들어서
는 복합쇼핑몰로 개발될 예정이며, 1단계는 NEATT 옆에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32,294m2) 의 롯데마트가 2013년 12월 개점했다. 2단계의 쇼핑몰, 백
화점, 시네마, 호텔 개발 사업은 2017년 준공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러한 제3자 개발의 배경에는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개발의 일정 지
연에 따른 책임문제 등 상업시설 개발이 지연되자 IFEZ는 NSIC가 이랜드, 롯
데, 코스트코 등 자체 상업시설을 개발할 수 있은 능력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상업시설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현재 커낼워크에는 이랜드가 운영하는 NC큐브가 운영 중이고 2013년 롯데마트 
개장 중심으로 대규모 쇼핑 상가개발과 영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롯데몰 
건너편에는 NC백화점, 호텔 등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설 예
정이며 (2015년 착공), 포스코건설 인근 코스트코 (F8블럭, 2만2514㎡대지, 지
상3층, 연면적3만227㎡규모)가 2016년 말 오픈 예정이다. Taubman 사에서 대
형 쇼핑몰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발계획의 지연으로 인해 2010년부터 
국내외 대형 유통기업인 롯데, 이랜드, 코스트코 등에 일부 토지가 매각되어 각 
업체별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6) 터브만센터(Taubman Center, Inc.)는 미국 내 싱가시설 관련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이며 쇼핑몰 
개발 전문업체로 230여만평의 쇼핑몰을 개발하고 70만평을 소유하고 운영 중인 회사이다. 
Taubman Asia Management는 터브만센터의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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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용지
주거용지의 경우는 40여만 평의 면적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주상복

합을 포함하여 약 22,000세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가장 먼저 착공된 더샵퍼스
트 월드를 시작으로 1공구 주거단지에는 2006년 ~ 2010년간 총 11,750세대가 
(아파트 : 8,630세대, 주상복합 : 3,120세대) 가 계획되었다. 3공구 주거단지에
는 2009년~2014년 까지 8,910세대 (아파트 6,330세대, 주상복합 2,580세대)가 
들어서게 되어있다. 단독주택 용지는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내 고급타운하우스 
형태로 200세대가 계획되어있으나 수익성 평가에서 부정적이어서 골프장 회원
권과 연계하여 개발 분양한다는 계획 과 부지 매각 등의 계획 등이 논의되고 있
었으나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3-9] 상업용지 
출처 : 포스코건설 내부 보고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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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녹지용지
공원녹지용지의 경우, 송도지구 개발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가 녹지비율을 

60% 이상으로 가져가는 친환경도시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제업무단지 내에
도  공원 녹지 용지 면적은 약 26만평으로 중앙공원과 수로가 포함되어 설계되
었다.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면적 28만평을 포함하여 
본다면 전체 개발면적인 173만평의 3분의 1이 실제 녹지공간이다. 12만평 규모
의 송도 센트럴파크는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중심에 위치하며 시행사인 게일사의 
의지로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상징화하여 KPF가 설계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자 건설되었다. 보트하우스, 조각공원 등이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양과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총 투자액은 약 2천억원으로 1.5천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준공 후 인천시에 기부한 시설이다. 

[그림 3-10] 주거 용지 
출처 : 포스코건설 내부 보고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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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많은 파트
너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심지어는 ‘도시 중심부 땅값이 얼마나 비싼
데 그 큰 부지에 수익성 높은 상업 시설도 아닌 기부할 공원을 만드느냐’
는 질문도 받았죠. 충분히 이해 가능했습니다. 그들과 저는 살아온 환경과 
정서가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뉴욕에서 성장했고 일했기 때문에, 센
트럴파크가 주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디벨로퍼로서 저는 송도IBD에 맨해튼의 허파와 같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
(스탠 게일 회장 인터뷰 내용 중, 자료 : 송도 IBD Press Kit, 2014 )

이와 같이 시행사 대표였던 게일회장은 송도의 상징적 경관으로서 중앙공원 개
발을 외국인들이 살게 될 거주 공간으로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였다. 일반적
으로 초국적기업들은 뉴욕과 런던, 그리고 동경과 같은 세계도시의 유리한 지역
에 입지하기 위해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부동산도 기꺼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김용창 외, 1998).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도시경관에 있어서 차

[그림 3-11] 공원 녹지용지 
출처 : 포스코건설 내 보고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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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이 있어야 하며, 환경적 차원에서 쾌적성(amenity)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국
제도시로서 부동산을 차별화시키기 위해 유명한 건축가를 고용하여 건물을 설계
하도록 하는 일이 흔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스포츠레저 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5) 공공문화시설 용지
한편, 공공 문화시설 용지의 경우 시행사인 NSIC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의 

주요 차별화 포인트로 강조하는 토지 이용 플랜 중 하나이다. 국제업무도시로서
의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 체육, 그리고 
교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학교, 국제병원, 아트센터 등 외국기업의 
유치에 매력적인 시설과 내용들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트센
터나 생태관, 국제병원 등 일부 프로젝트들은 시행사의 자금난이나 개발 후 운
영시기의 사업성 이슈와  국내법과 규제 등의 문제로 지연되거나 계획 변경되기

[그림 3-12] 동북아시아무역타워에서 본 중앙공원(2015.10.2.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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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체육시설로 개발된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는 18홀로 구성된 도심 내 골

프장으로 각종 세계대회를 치룰 수 있는 챔피온 코스로 구성되었다. 잭니클라우
스 디자인과 Kitson & Partner 사에 의해 계획, 설계되었으며 면적은 약 28만
평이다. 송도의 녹지 공간 조성 및 국제업무단지 방문자들의 편리한 레져를 위
한 시설로 개발되었다. 국제업무단지로서의 조건 중 하나로 비즈니스를 위해 필
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 일반적인 골프장의 설계 및 조성
비용과 비교했을 때는 비경제적이라는 반발이 컸던 프로젝트였다.  

“... 생각해보면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역시 한국인들이 보기엔 너무 파격적
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골프장의 평당 
땅값이 5만원이 넘으면 경제성이 없다고 본다는데, 저는 도심 한가운데 제
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자고 주장했어요. 당시 한국 골프장 대부분이 도심 
외곽의 산이나 바다에 위치해 있었으니 저의 아이디어가 정말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송도IBD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심 속 골프장은 당연한 것이

[그림 3-13] 공공 문화시설 용지 
출처 : 포스코건설 내부 보고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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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꼭 필요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행히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이 국내
외에서 명문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고, 내년 가을에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유치도 그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스탠 게일 회장 인터뷰 내용 중, 자료 : 송도 IBD Press Kit, 2014 )

출처 :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 홈페이지

한편, 시공자였던 포스코건설도 높은 시공비용을 우려해 설계를 맡은 잭니클
라우스디자인 쪽에 수차례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잭니클라우스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이 어려워 원안대로 건설된 프로젝트이다. 

공공문화시설용지 내 또 따른 주요 프로젝트인 국제학교의 경우, 외국인 정주
공간에 필요한 시설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프로젝트 초반인 2006년에 비 주거시
설로는 컨벤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착공된 시설이었다. 그러나 비 영리법인
으로서의 운영을 담당할 외국학교 선정 문제와 초기 학생모집 방법에서의 내국
인과 외국인 비율의 문제 등으로 2010년에야 개교하게 되었다. 

[그림 3-14]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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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홈페이지

학교의 운영자로는 미국 서부의 채드윅이 선정되었고 초기 학생 모집의 어려
움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전체 학생의 30% 까
지 인정해주게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약의 국제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수정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국
제학교로서 보다는 초국적 자본가 계층의 이익을 앞세운 국내 부유층 및 고위관
료계층의 국내 유학기관화 되고 있다는 비판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Kim and 
Ahn, 2011).

이상에서 살펴본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토지이용 및 주요 프로젝트들은 초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주공간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경제적 규제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의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개발계획이 변경되고는 있으나 
국제도시로서의 차별화된 설계를 통하여 업무시설, 공원, 국제학교 및 골프장 
등 생활의 질에 관련된 공간을 개발 확보하여 국제도시로서의 공간적 경쟁력은 
갖추어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차별적 공간의 생산에는 초국적 기업인 
게일사와 그 설계 파트너사들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집중과 국내 시공 파트너사
들의 경제적 효율성의 대립 상황에서 시행사인 NSIC의 대주주인 게일사의 의사

[그림 3-15] 채드윅송도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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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한에 의해 마스터플랜이 유지되었기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자료 : 포스코건설 보고자료 재구성 

토지용도 개발내용
면 적

주요도입시설/가구수
m2 평

  
국제업무용지

업무용지 532,543 161,094 업무용빌딩 등
컨벤션센터 155,960 47,178 전시관, 회의시설 등

계 688,503 208,272

상업용지

일반상업 67,433 20,398 쇼핑몰, 일반상가 등
근린생활 110,775 33,509

국제전시교류지원 22,919 6,933 호텔, 백화점 등
계 201,127 60,840

주거용지

단독주택 146,303 45,164 200
공동주택 780,566 236,120 14,960
주상복합 428,757 129,699 7,500

계 1,358.626 410,983 22,660

공원녹지용지
공원 745,690 225,580 수로 포함
녹지 120,852 36,569
계 866,542 262,149

공공문화
시설용지

국제학교 143,179 43,311 2개교
학교 162,699 49,219 초(6), 중(3), 고(4)

문화시설 44,019 13,316 문화센터
체육시설 772,288 233,617 골프장(18홀)

공급처리시설 47,255 14,297 유수지, 전기공급설비
의료시설 81,920 24,216 종합의료시설
공공청사 84,400 25,531

공공주차장 32,565 9,851

계 1,368,348 413,923

<표 3-10>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 주요 용도별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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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들의 특징은 이들 공간 프로젝트들은 국
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측면 외에도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Sklair(2001)가 주장하는 초국적 자본가 계층 (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공간으로서 초국적기업의 종사자와 함께 지역기
반의 일부 계층의 이해가 중첩되어 개발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채드
윅송도국제학교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공간
적 차별성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행위주체들 뿐만 아니라 초
국적 공간의 장점을 누리고자 하는 국내의 자본가 및 정부고위관료 등의 이해관
계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것이다. 

3. 요약 및 소결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전략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벌과 
김대중 정부가 새로운 자신의 축적전략의 지리적 범주로서 ‘동북아 경제’를 중
심에 두는 공간적 조정 전략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공간적 표현 중
에 하나가 경제특구이며 그 대표적 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이해하고자 한
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외환위기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국가와 관련 경제세력들의 연합을 통한 이익의 추구라는 측
면에서 세계화 시대의 여전히 국가 주도의 공간 전략을 주장한다. 인천경제자유
구역청 등 특별 행정기구의 설치 등 결국 세계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은 국가의 
쇠퇴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분배 중심에서에서 효율 중심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으며, 세계화는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개방)을 부가
했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초국적기업이나 자본의 참여가 세
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어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나 송도국제업무단
지의 경우, 국내 기업의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사업다각화와 지방정부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외국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
계화와 도시개발의 관계에서 초국적 자본의 우월성이나 로컬의 소극적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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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에는 다른 변수들과 행위자들의 내재적 욕구와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또한, 초국적 자본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세계화가 도시화로 자동적으로 치
환되는 것이 아니며, 초국적 자본에 의한 도시화 내에도 단순한 자본이나 경제
적 논리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Olds, 1998). 주요 토지
이용 내용과 프로젝트들의 특징에서도 국제도시로서 초국적 기업과 자본의 유치
와 종업원들의 정주공간을 위해 차별화된 프로젝트들이 시행사의 주도로 개발되
고 있으나 이들 공간은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자본가 계층이나 고급관료들의 공
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이중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송도국제업무단지 개
발프로젝트의 형성은 초국적 자본의 일방적 경제적 요구에 의해 성립되었다 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요 행위주체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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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송도 IBD 개발의 주요 행위주체 구성과 특징 

본 장에서는 세계화 환경 하에서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로서 송도국제업무단
지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프로젝트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요 행위 주체들 간에 형성되는 이
해관계와 갈등 구도 및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
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그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최초로 초국적 기업과 자본이 참여하는 
민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로서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계 시행사, 중앙 및 지방정
부, 금융기관, 시공사 및 생산자 서비스 업체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과 파트너
들의 프로젝트 내 주요 역할과 특징을 통해 초국적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의 행
위주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주요 행위주체 간에 형성되는 이해관계와 갈등 구도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장기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주요 목표와 이슈가 
변화하고 프로제트 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행위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양상
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주요 단계별 이행과정에 따라 주요 행
위주체와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갈등구도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행위 주체의 역할 및 특징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기반한 다른 부동산개
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전반을 책임지는 프로젝트 개발 시행사인 
NSIC를 중심으로 NSIC의 주주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대우건설 및 GS건
설 등의 시공사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중앙정부 
부서와 각종 인허가 및 개발계획을 심의하는 지방정부기관인 인천시와 IFEZ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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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도를 이룬다. 이들 행위 주체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라는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젝트의 세부 진행 과정에서
는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들 목표를 달성
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여주체들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 및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각기 
다른 영역의 행위주체들과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대립, 협상과 타협 등 다양
한 거버넌스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1) 개발시행사 (project company)

(1) NSIC (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는 송도IBD 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개발시행사
로 대주주인 미국의 Gale International 사와 국내 포스코건설이 주주로 구성
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유한회사이다. 송도IBD 의 토지소유주이며, 개발에 
대한 총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즉, 송도IBD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시행 업무
와 계약체결은 NSIC 이름으로 하게 된다. 시행사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체
로서 개발사업 및 PF 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이어야 하나 실질
적으로는 사업의 구상, 부지의 매입, 인허가 절차, 시공사의 선정 등 비교적 사
업초기에 집중 될 뿐이며,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시공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
우가 많다(손재영, 2008). NSIC는 2003년 인천시로부터 1차 토지 매입과 2005
년 11월, 인천시와 함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송도IBD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해외 투자, 글로벌 기업 및 
자본 유치는 물론, 마스터플랜 및 세부 개발계획 수립과 설계, 자금 조달, 그리
고 국제업무단지 내의 호텔, 숙박시설, 병원, 교육시설, 유통시설 등 투자 유치
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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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일 인터내셔널 (Gale International)1)

미국계 부동산 서비스사인 게일사는 NSIC 의 70.1%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1) 스탠 게일 회장은 미국 뉴욕주 헌팅턴에서 태어나 4대째 부동산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미국 게일사 회장인 동시에, 포스코건설의 합작사인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송도국제개발
도시유한회사(NSIC)’의 회장으로 송도IBD 개발의 총책임을 맡고 있다. 

기관 영역 프로젝트 참여자 주요 역할 및 기능 

정부
중앙정부 지식경제부 정책수립, 집행, 평가

지방정부 인천시, IFEZ 인허가, 심의

기업

건설회사 포스코,대우, GS, 롯데 건설 및 지급보증

부동산개발사 게일 인터내셔널
계획수립,파이낸싱, 마
케팅 등

첨단기술기업/ICT 엘지씨엔에스, 시스코
투자, 개발, 이행및 연
구개발

금융기관
은행 우리, 신한, 외환, SC 제일 등 대출 및 감사

투자사
모건스탠리,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투자, 감사

전문컨설팅

도시 계획 설계 및 
감리

KPF, ARUP, 희림, 범건축, 건
원,한미파슨스 등

마스터플랜

시설개발 및 운영 컨
설팅

Taubman(쇼핑몰), Kitson 
&Partners (골프장),
HAG(국제학교) 등 

자문, 개발계획 및 컨
설팅

법률 및 세무컨설팅
태평양법무법인(BKL), 김&장 
법무법인, 삼정KPMG 회계법인

법률자문 및 세무관리

민간단체
NGO 인천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주민 참여 및 환경감
시 등

지역주민조합 어촌계 보상 및 정책 문제 등

<표 4-1>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주요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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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사결정권자이다. 현재는 많은 외국계 시행사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
지만 2000년 초 당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외국계 시행사로서 송도프로젝트에 참
여하게 된다. Gale사가 송도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견2)들이 있으나 FDI 등 외국자본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외국계 기업이 송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에서 적극 공감하는 상황이었
다. 또한, 인천시와 포스코건설의 입장에서는 빠른 토지 매각과 토지매입의 절
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서 외국계 기업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1985년 스탠 게일(현 Gale International 회장)이 The Gale Company 라는 
이름으로 부동산투자 및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고 송도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는 Gale International 은 송도프로젝트 진출을 위해 설립한 The Gale 
Company 의 자회사이다. 1999년 게일사는 보스톤 사무실을 오픈하며 보스톤 
지역의 부동산 경험이 풍부한 존 하인즈(John B, Hynes III)를 공동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보스톤 금융가의 One Lincoln Street 빌딩(현 State Street 
Financial Center)의 개발 및 임대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 당시 모건스탠리 부
동산 펀드와 오하이오주 교원연금 등이 투자사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보스턴 
다운타운’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게일사는 당시 미국 내 부동산 시행
업계 상위권에 오르게 되었다3). 이 무렵 재정경제부와 인천시, 그리고 포스코건
설이 FDI를 통해 국내 도시개발에 참여할 투자사를 찾고 있었고, 게일사는 포스
코건설을 통해 인천시와의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4). 이후 게일사는 인
천시와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인천대교 건설 등 인프라 지원 약속과 
함께 2001년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매입계약 체결하였다. 이
는 한국 부동산업계 최초의 국제적 합작투자이기도 하였다. 스탠 게일회장은 송

2) 당시 미국에서 상위 업체들을 무작위로 접촉했다는 의견과 포스코건설관계자의 개인적 인맥으
로 접촉이 시작되었다는 의견 등이 존재하나 미국 상위 부동산업계를 포스코건설에서 접촉한 
결과 가장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한 곳이 게일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 One Lincoln St. Boston, MA 에 위치한 이 빌딩은 36층, 110만 평방피트의 규모로 $3.5억
의 비용이 들었으며, 착공한 지 1년 만에 State Street Corporation 과 연계해 건물임대를 
완료했다. 이는 보스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임대계약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빌딩은 2003년 
아메리카 부동산 신탁회사(American Federal Realty Trust)에 약 $7억에 매각되어 평방피트
당 $688로 사무용건물에서 당시 보스톤에서 최고의 평당 가격을 기록했다.

4) 이 과정에서 스탠 게일 회장과 친분이 있던 국내 원자력박사 1호라는 재미교포 J. Kim 박사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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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한미상공회의소(U.S Korea 
Chamber of Commerce) 나 The Korea Society, U.S Korea Business 
Council(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US- Korea FTA Business 
Coalition Steering Committee member 등으로 활약하면서 송도IBD 프로젝
트에 필요한 한국과 미국 재계 및 정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을 이끌어내고
자 하였다. 존하인즈 공동대표도 한미 FTA 협상 기간 중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긴 연설을 통해 송도 프로젝트의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자 하였다. 

(3) 포스코건설 

포스코그룹의 계열사로 1997년 설립된 포스코건설은 국내 대형 건설사로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계열사인 포항제철의 플랜트 건설을 기반으
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더샵(The #)이라는 주거용 아파트 브랜드로 
경기도 광주 오포신도시와 송도개발프로젝트, 베트남 안카잉 신도시 개발 등 주
거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는 시행사인 NSIC와 운영사인 GIK(Gale International Korea)에 주주사로 참
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에 주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포스코 그룹이 가지는 기업의 성격이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존재 한다. 당시 
인천시가 국내 주요 기업들에게 송도프로젝트 투자 및 참여를 추진하고 있었으
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인천시에서 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을 찾아가 송도 프로
젝트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고 포항제철이라는 발전주의 국가시대의 대형프로젝
트의 성공경험을 가진 박태준 회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룹 내 건설사
인 포스코건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5). 포스코건설은 외국기업과의 
합작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서 국내 기업으로서 국내 도시개발 및 건설 관행에 대
하여 게일사의 자문 역할과 대정부 협력 등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구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인 NSIC의 주주인 동시에 시공사로도 참여

5) GIK 임원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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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프로젝트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인 게일사와 자주 충돌하는 
등 구조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4) GIK (Gale International Korea)

NSIC는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Gale International 
Korea, GIK)라는 별도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 회사를 
통해 도시 조성, 기업유치 등 실질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GIK는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게일사, 포스코건설 등에서 파견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각 주주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동시에 각 주주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기능을 
수행한다.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NSIC가 프로젝트가 적자임에도 운영사인 GIK
에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방만한 경영과 시행이익을 우회적으로 챙긴다는 지적
을 받기도 하였다. 운영사인 GIK의 지분구조도 NSIC와 동일하게 게일사가 70%, 포
스코건설이 30%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에는 총 5명의 이사 중 3명의 이사 임명
권을 게일사가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 포스코건설의 신용보강으로 신한은행 대출
이 연장되면서 운영회사인 GIK의 이사회의 구성은 기존 게일사 : 포스코건설 이사 
수가 3:2에서 2:3으로 GIK 내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포스코건설 쪽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실무 운영진도 조직상 6개실 11개팀 체제에서 4명의 실장과 7개 팀장이 포
스코건설의 파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6). 

2) 시공사 

 국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시공을 맡는 건설사는 단순 시공을 위한 하
도급 업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 달리 신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도 수
행한다. 시공사는 시행사와 단순도급 계약을 바탕으로 개발프로젝트에서 건축시
공만을 담당해야 하나 국내 시행업계의 영세성 등 대형 프로젝트 준공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대부분 시행사와 별도의 책임준공 약정을 맺는다. 이 경우 시공

6) 2011년 GIK 조직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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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책임준공 약정에 기하여 공사비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건축시공을 완료할 
의무를 진다. 또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시행사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이나 채무인
수와 같은 신용을 보강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시공사는 시행사와 함께 
분양단계에서의 분양가 책정과 마케팅 활동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1997년 
경제 위기 이전에는 건설 회사들이 시행과 시공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경제 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요구 및 개발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시행과 시공주체가 분리되었다. 중소 시행사가 토지매입, 인허가, 금융, 마케팅
을 담당하고 있고 대형 건설회사는 도급 공사만 담당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시
행사들이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로 토지대금 및 초기 개발 비용을 조
달해야 하지만 자금 여력이 취약하고 신용도가 낮아서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신
용보강을 제공한다. 따라서 시행과 시공이 분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공
사들이 개발위험을 대부분의 부담하므로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
려우며 PF 대출도 교과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아니라 단기 담보 및 보증
대출일 뿐이다(손재영, 2010). 

송도프로젝트에서는 포스코건설이 NSIC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 시공사로
서 참여하고 있다. GS 건설, 대우건설 및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시공사
로서 초기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개발 프로젝트이 
주 시공사로서  2003년 초기 대출부터 2010년 신한은행 대출 만기 연장 시까
지 신용보강 조건으로 NSIC 발주 공사의 독점권을 갖게 되면서 2010년 이후 
NSIC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수행하게 된다. 송도 프로젝트에서 
시공사 영역의 특징은 포스코건설이 시행사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부분 주요 
프로젝트의 시공사로서 참여한다는 점이다. <표 4-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NSIC가 시행하는 총 21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포스코건설이 17개, 대우건설이 
3개, GS건설이 1개 프로젝트를 시공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은 시행사의 주주사로
서의 절대적인 프리미엄을 누린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도급금액의 결정과
정에서 시행사의 이익과 시공사로서의 수익확보라는 이중적인 역할로 NSIC 와 
포스코건설 내부의 의사결정에 갈등과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특히, 운영
사인 GIK의 주요 의사결정자 중 포스코건설 파견임원들은 모사인 포스코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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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과 시행사인 NSIC의 이권 사이에서 합의와 중재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7). 
즉, NSIC 입장에서 개발이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저가의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
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주주사로서의 입지를 이용하여 최대한의 시
공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유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 

7) 포스코건설 출신 임원들 인터뷰내용

구분 시행사 프로젝트명 세대수 건설사 

주거

NSIC

더샵퍼스트월드 2,654 포스코건설 

더샵센트럴파크1차 729 포스코건설 

더샵센트럴파크2차 632 포스코건설 

더샵 하버뷰 1차 845 포스코건설 

송도커넬워크 445 포스코건설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시티 593 대우건설

송도 자이하버뷰 1,069 GS건설

더샵 하버뷰2차 548 포스코건설 

더샵 그린애비뉴 1,014 포스코건설 

더샵 그린워크1,2차 1,401 포스코건설 

더샵 그린워크3차 1,138 포스코건설 

송도 더샵마스터뷰 1,865 포스코건설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2,597 포스코건설 

오시아 홀딩스 송도 센트럴파크푸르지오 551 대우건설

인천아트센터
개발㈜

대우아트윈   푸르지오 999 대우건설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시티 1,140 대우건설

SPH 송도 더샵 엑스포 1,390 포스코건설

소  계     
19,610 　

<표 4-2> 송도IBD주요 프로젝트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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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유라이프솔루션즈 PM 팀 

3) 생산자 서비스 및 전문 컨설팅 회사 

세계 각국의 토지정책, 토지이용상황, 부동산관련 법률, 세금체계, 투자관행 
등은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 기업들의 도시개발 프로젝
트의 이행에는 부동산관련 생산자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김용창 등, 1998). 
이들 생산자 서비스는 주로 수수료를 받는 단순 에이전시 형태거나 때로는 투자
사로 참여하기도 한다. KPF, Kitson & Partner 등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
젝트에서 개발과정 전반에 걸쳐 시행사를 지원하며 주요한 경관적인 특징과 함
께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국제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 행위자들이다. 
시행사인 NSIC는 초기 마스터플랜 등의 설계 작업과 주요 프로젝트별 세부 설
계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컨설팅업체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다. 

비주거

NSIC

송도쉐라톤호텔 　 대우건설

동북아트레이드타워 　 포스코건설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 　 포스코건설 

송도 IBS 빌딩 　 대우건설

송도 센트로드 　 포스코건설 

송도 아트센터 　 포스코건설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포스코건설 

송도 센트럴파크 　 포스코건설 
인천아트센터

개발㈜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 　 대우건설

IFEZ 송도 G-타워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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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SIC Press Kit 기반으로 재정리

이들의 주요  역할은 차별적 공간의 생산과 안정적 운영 수익을 위한 컨설팅
이며, 프로젝트 관련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시행사를 대신하여 이행과정에서 벌
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 조율에 참여하기도 한다. 송도프로젝트의 차별
화에 영향을 주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영역은 초기 마스터플랜 설계이
다. 마스터플랜 설계사인 미국의 Kohn Pederson Fox(이하 KPF)8)는 상하이 
IFC, 일본 롯폰기힐즈 등을 설계한 미국의 대표적 설계회사이다. 그 결과, 송도

8) KPF사는 화려한 명성에 걸맞게 송도IBD의 마스터플래너로서 송도IBD 도로와 공원, 주거와 상
업시설 배치 등은 물론, 센트럴파크, 동북아무역센터, 송도컨벤시아, 채드윅국제학교, 커낼워크 
등 송도IBD의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책임지는 대부분의 공간을 설계했다(Songdo IBD 
Homepage).

업무 영역 회사명 

마스터플랜 설계사 Kohn, Pedersen Fox (KPF)

국내 설계사 건원, 범건축, 희림종합건설, 간삼파트너스

상업시설 터브만센터 (Taubman Center, Inc.)

골프 코스 잭니클라우스 디자인

골프코스 커뮤니티 키슨 앤 파트너스 (Kitson & Partners)

생태관 
IDEA (International Design for the Environment Associates Inc.)

셔마이예프 솔로겁 앤 풀 (Chermayerff, Sollogub, and Poole)

컨벤션 센터 컨벤셔널 위즈덤 (Conventional Wisdom)

국제학교 
ISS (International School Service), 밀튼아카데미, 

Havard Advisory Group 

U-City/스마트시티 LG CNS, CISCO

금융자문 모거스탠리, ABN AMRO, 국민은행, 우리은행

법률자문 태평양 법무법인 (BKL)

회계/세무자문 삼정회계법인 (KPMG)

<표 4-3> 주요 생산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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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단지가 국내 다른 도시 개발프로젝트와는 다른 차별화된 경관과 토지이
용의 특징을 갖게 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초기 마스터플랜 설계 단계의 KPF와 
ARUP사의 참여 외에도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서 Taubman (쇼핑몰), Kitson & 
Partners (골프장)와 Harvard Advisory Group (국제학교설립 및 운영)등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송도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도시개발의 주요 컨설팅을 담당하는 서비스 업체들로서 시행사인 NSIC의 
요구에 맞춰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경관 및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글로벌 수준을 목
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마스터플랜을 로컬에서 시행하기 위하
여 국내의 건원, 범, 희림 등 국내 1~3위 설계사들이 참여하여 세부 실시 설계
와 엔지니어링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법률과 세무관계 업무 지원을 위해 태평
양법무법인(BKL)과 삼정KPMG 회계 법인이 이 영역의 주요 컨설턴트로 활동하
고 있다. 관련 업계 국내 최고 순위권에 드는 이들 법무 및 세무법인들은 특수 
목적회사인 NSIC의 설립 및 관련 자회사 설립과 청산 등의 과정에서부터 부동
산 개발 관련 국내 법률 자문과 수익금의 처분과 관리, 해외 투자 관련 세법, 
파이낸싱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초기에서부터 
시행사인 NSIC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대주단/금융권  

대주는 개발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대주단(Syndicate)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도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
젝트 초기 포스코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23개 은행의 신디케
이션 구도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이 참여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차 파이낸싱
의 우리은행의 경우 포스코건설의 주거래 은행으로 초기 NSIC 의 토지 매입 자
금과 설립자금을 대출해 준다. 2007년에는 신한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신디케이
션 형식의 2.5조 파이낸싱이 이루어졌다. 이 PF 조건으로 신한은행은 운영사인 
GIK에 신한은행 출신 CFO를 선임하도록 하고 송도 프로젝트 현장에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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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파견한다. 한편, 이 시기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익
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링키지프로그램에는 모건스탠리 부동산 펀드의 투자가 이
루어져 유일한 해외자본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 

자료 : NSIC 내부보고자료 재구성 

2013년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6.5% 의 고금리로 사업을 진행하던 NSIC는 그
동안 시장금리의 인하와 사업이 진척되면서 유동화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면서 포스코건설과 함께 PF 재구조화를 시도한다. 구조화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모색하면서 담보별로 6개의 패키지로 나누어 자금조달을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의 특징은 은행권 외에도 증권사와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6개 
패키지별 2.27조 신디케이션 론을 완료하고 기존 2.5조 대출을 모두 상환하게 
된다. 이로써 NSIC는 그동안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던 금융권 대출 대신 기업어
음(CP)을 통을 조달하는 시장성금융상품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금리인하
와 함께 은행권에 담보로 잡혀 개발계획의 수정이나 토지매각 등의 개발전략변
경에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PF 재구조화의 배경에
는 금융권 내의 경쟁 심화가 기여하였다. 즉, 그동안 수익구조가 좋은 은행주도
의 PF사업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증권업계가 참여하여 대출 경쟁이 

차입시기 금액 대주단

2003년 9,000만불
우리, ABN Amro Bank, 노바스코시아, 한미, 

기업은행

2004년 1억8,000만불 우리, ABN Amro Bank, 하나, 신한은행

2005년 1조5천억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및 ABM Amro Bank 등 3개 

대주단 외 23개 은행 신디케이션

2007년 2.5조 신한은행 주간 신디케이션

2013년 2.27조 현대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SC 은행, 외환은행 등 

<표 4-4> 송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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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은행과 증권/보험업계의 경쟁이 송도프로젝트 뿐 만 
아니라 민자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5) 정부기관 

(1) 중앙정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민간 개발프로젝트이므로 과거 발전주의 시
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강력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정치적 지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초기 송도를 포함
한 영종, 청라 등 인천 서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 
문제와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재경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
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법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를 중앙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방 행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
수단이 되고 있다. 운영측면에서도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주체인 현재 각 지
방정부의 산하에 있지만 각 경제자유구역청을 통솔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중앙정부(지식경제부) 산하에 존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간접으로 동시에 
관련하는 형태이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제학교의 설립과 인가 
문제에는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중앙정부 기관의 
직 간접 영향이 미치고 있다. 

(2) 인천시와 IFEZ 

송도IBD 개발에 토지를 공급하고 도시 개발계획의 인허가를 주관하는 인천시 
및  IFEZ는 NISIC 와 함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에 주된 행위주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인 인천시의 경우 프로젝트의 이행시기에는 토지매각과 지구
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통해 국가 기관으로서의 개발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 인천시는 1990년 대 중반부
터 송도주변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개발 계획들을 수립하여 왔다. 송도 미디어밸리IT/BT 중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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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지와 국내외 주요 대학 캠퍼스 유치와 R&D 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1993년부터 인천 시장을 역임한 최기선9) 당시 시장은 프로젝트 초기 계획단계
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게일사의 투자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의 기획과 이행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발전주의 
시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중앙이나 지방정부 등 국가 행위자의 역할은 다
소 약화되었거나 그 경중에 차이가 있긴 하나, 토지 사용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와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
인 개입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세부 프로젝트 별 인허가와 
계획 변경 등을 NSIC와 논의하며 프로젝트 이행과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여전히 도시개발 전반에 걸친 관리와 조정의 역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NSIC로 부터의 토지재매입을 통해 시행이익을 시 재정으로 
환수하려는 시도 등 프로젝트 이행과정에서 토지의 매각과 매입에 적극 개입하
면서 토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가주의적 도시정부로서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도
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와 주요 국내외 파트너, 시공사와 중앙 및 지방 
정부, 금융기관 등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은 다양한 공
간적 스케일로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들을 수행
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와 경제적 변화에 따른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에 대한 다양
한 논의에서처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의 거버넌스내의 참여와 역할에서 적극적 
개입이냐 소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냐의 논의는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신자
유주의적 기업국가로의 이행이 국가기능의 일방적인 약화만을 의미하는 거라는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시장기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국가의 규제정책(탈규제를 위한 규
제)이나 첨단산업과 같은 전략적 영역에서 다양한 자본의 이해를 조정하는 국가
의 산업정책 및 기업정책은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친(親)자본적인 이익중개자

9) 1993-1994 7대 인천직할시장 (관선) 1995-2002 9대, 10대 인천광역시장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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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termediation)로서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의 
자본간 경쟁을 조정하는 촉매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생산과 금융의 지
구화에 대응한 정치적 권위의 국제화 혹은 다층화는 기존의 국가 역할을 축소시
키고 있지만 지역적 지구적 수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국민국가의 행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장훈 외, 2000) 세계화 과정에서도 국민국
가와 다국적기업과의 협상능력에서도 국민국가가 늘 약한 위치에 있지만은 않으
며, 신자유경제로 약화된 일부 국가의 협상능력도 변화하고 있다(Dicken, 
2011).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에서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개방과 관련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하에서 초국적기업과 자본 등과의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행위주체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국가의 역
할과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나,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가가 정책결정과
정에서 과거와 같은 배타적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국가-사회의 이분법이 아닌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을 가진 행위자들, 즉, 자금, 조직, 지식 등을 가진 공적, 사적 행위자, 이익집
단,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집중화 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여타의 사회적 행위자와의 공조가 필요해진 것이다(Klijin & 
Koppenjan, 2000). 

세계화시대의 주요 개발전략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대규모 도시개발프
로젝트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처럼 세계화의 흐름에서 각 
정부는 자본과 시장의 개방이라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서 여전히 제도와 규제
를 통해 그 속도와 방식을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전주의 국가
에서처럼 드러나는 강력한 리더십은 아니나 초국적 자본의 참여로 시행되는 부
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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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위주체간 이해관계 및 갈등구도 

상이한 프로젝트 세부 목표를 가진 주요 행위주체들은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에 대해서 각 주체가 가진 정책수단과 자산, 네트워
크 등을 이용하여 조정과 협상을 통해 각 주체별 목표달성과 이익을 최대화하고
자 한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위주체간의 이해
관계와 갈등구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 절에서는 송도프로젝트 이행을 둘러싸
고 주요 행위주체 간의 이해관계의 큰 축을 1) NSIC의 설립 파트너인 미국 상
업 부동산 개발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2) 시행사인 NSIC와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리고 3) NSIC와 대주단인 금융권의 3개로 요약하여 이를 중심으로 행
위주체간의 이해관계 및 주요 갈등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이해관계와 
갈등구도는 향후 주요 프로젝트 목표와 이슈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과정을 이해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편, 이 세 개의 갈등 축은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기업
과 국내 기업과 금융권, 정부기관이라는 로컬의 주요 행위 주체들 간의 상호작
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계화에 따른 외부적 • 세계적 힘에 대한 지역
의 대응과 적응과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특징적이다. 즉,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이행은 세계화시대에 초국가적 행위자로서의 게일사(NSIC)의 등장에 
대해 지역의 주체들이 국내 경제공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의 형성과 갈등을 해
결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와 국내 기업

[Gale vs. 포스코건설]

미국 동부 보스톤 기반의 부동산 개발사인 게일사와 국내 기업인 포스코건설
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NSIC 라는 자회사를 설립한다. 게일은 NSIC 
의 대주주 (70.1%)로서 시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 비용 책정, 분양가 책
정 및 설계 등을 주도한다. 반면 포스코건설의 경우 개발시행사인 NSIC의 주주
(29.1%)인 동시에 시공사로서의 갈등적 위치를 내재한 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게일사의 경우 외국 기업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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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포스코건설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자회사 출자제한 규정에 의거 30% 미만
의 투자만이 허용되어 29.9% 로 프로젝트 회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NSIC 
의 최고 의사결정 체계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로서 게일 측의 3명과 포
스코건설 측의 2명으로 총 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일사가 주요 
의사결정권자간 된다.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의 이유는 이 형식적인 지분구조
와 의사결정구조 내에서, 국내 개발관행 상 지급보증이나 책임시공과 같은 실질
적인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책임져야 하는 시공사로서의 포스코건설의 결정권이 
약하다는 점이다. 우선 프로젝트 시행사의 주주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경
우, 초기 미국계 시행사인 게일사의 국내 시행 경험 부재로 국내 개발관행 및 
대정부 관계 등의 이슈해결에서의 포스코건설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
였기 때문에 초기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의 조언을 주로 따랐다. 특히, 개발 사업
에서 단순 도급과 시공을 주로하는 미국 건설사와는 다르게 국내 개발 사업의 

[그림 4-1] 주요 행위 주체간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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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F 당시 건설사의 신용보강 및 책임준공에 대한 확약이 필수적이기 때문
에 개발 사업에서 건설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서
의 발언권도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초기 NSIC는 두 명의 CEO를 
두고 운영하였는데 그 중 Domestic CEO 자리를 포스코건설에 주었다. 

본격적인 시공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포스코건설은 3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
는 시행사의 이익보다는 시공사로서의 이익을 우선시 하게 되면서 시행사의 대
주주인 게일사와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2007년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의 주거
래 은행인 우리은행의 대출을 상환하고 신한은행 중심의 대주단을 통해 게일사 
주도로 PF를 진행하게 된다. NSIC 이사회에서 Domestic CEO 자리를 없애고 
재미교포인 게일측 변호사를 단일 CEO로 임명하게 된다. 2010년에 들어서면서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지
연되면서 기존 금융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토지매각이 시작되었
고 포스코건설의 자금보충 약정 제공 등을 조건으로 2010년 12월 30일 NSIC는 
2.5조 대주단과 상환만기를 연장하고 초기상환비율을 축소한 금융약정 변경계약
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다수결에서 4:1로 
변경하면서 게일사 독단으로 프로젝트 일정이나 계획 변경 등을 할 수 없는 비

[그림 4-2] 게일사와 포스코 건설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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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권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에 포스코건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30%의 지분이 있는 시행사의 주주로서 이익이 줄어드는 정도라면 참아낼 
      수 있지만 모사인 포스코건설이 시공에서 적자가 예상이 되는 프로젝트
      시행은 승인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면접자 3, GIK, 2015. 10. 2) 

이처럼 포스코건설에서 파견된 임원은 시행사의 이익과 함께 모사인 포스코건
설의 시공 이익을 동시에 챙겨야하는 입장에서 게일사의 현실적이지 않은 프로
젝트 일정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사례로 동북아무역타워(North East Asia Trade Tower, NEATT)는 송도 
IBD의 랜드마크 프로젝트이나 양 사 간의 대표적인 이견을 가져왔던 주요 쟁점 
프로젝트로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대표적 갈등의 중심이 된 프로젝트였다. 게
일사의 경우 상업시설이며 랜드마크 빌딩인 NEATT를 우선 건설함으로써 시행
사로서의 기업유치와 마케팅 효과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반면, 포스코건설의 경
우 상업 및 업무시설인 NEATT의 상당 기간의 공실 우려로 일정을 뒤로 미루기
를 주장하였다. 게일사의 주장대로 NEATT는 2007년 2월 착공하게 된다. 이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층부의 용도를 주상복합으로 할 것이냐 호텔로 할 
것이냐의 문제 등으로 IFEZ 와의 갈등(사용 승인)을 겪고 수차례의 설계 변경 
및 건설일정 지연 등으로 거치면서 수년간 방치되다가 2013년 대우인터내셔널
에 매각되었다. 당초 NSIC 는 이 빌딩에 주요 기업을 유치한 후 부동산 가치를 

 Gale International( NSIC 대표) GIK 대표 ( 소속 )

 2002~
2009

Stan Gale & John. B. 
Hynes

2003
Antony Conigliaro (게일)

조용경 (포스코건설) 

 2010 
~ 현재

Stan Gale
2007 유기홍 (게일, 미국변호사)

2011~2015 임용빈 (포스코건설)

<표 4-5> Gale 및 GIK 경영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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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개발비용을 초과하였고 기업유
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결국 운영사업을 포기
하고 매각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NSIC 의 주주사인 두 회사는 프로젝트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시행사 주주인 동시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양면적인 입장과 역할로 인한 프
로젝트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속적인 갈등을 안고 프로젝트를 이행해 가고 있
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행사인 NSIC 의 경우 미국계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
건설의 합작법인으로 이사회를 주요 의결기관으로 하여 이를 통해 각종 의사결
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사회의 의결 전에 많은 경우 사전 주주
사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해 사전 조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경우 시행사의 주주인 동시에 시공사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으로서 국내 기업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게일사에 

[그림 4-3]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갈등구도 및 파워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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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창구의 역할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NSIC 주주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양사 간에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
넌스 과정은 프로젝트의 이행과정에서 따라 주변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 외
부 변화와 양사의 내부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즉, 프로젝
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권력수단을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
는 행위주체로 권력의 이동(Power Shift)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중앙 및 지방정부와 초국적 부동산 개발회사

[중앙정부, 인천 • IFEZ vs. NSIC]

민간기업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자본과 개발경험과 지식을 Asset으로 가
진 시행사와 토지와 인허가 권한 등 규제와 법제도적 전반에 걸친 제도적 권한
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이해관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초국적기업인 
게일사의 경우 개발시행사업자로서 최대의 이익을 정부의 허가 안에서 얻어내려
고 하며 인천시 및 중앙정부의 경우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의 실현 및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다국적기업이 거둔 시행 
이익을 재투자 하게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추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된다. 우선 2002년 토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게
일사는 인천시에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인천대교 등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약속을 받고 프로젝트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은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기부체납형태로 중앙공원과 컨벤션센
터와 같은 도시 기반시설을 시행사에게 요구하였다. 이 기부체납 내용에는 일반
적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요구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시설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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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중앙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국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
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
고 게일사의 송도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송도를 비롯한 영종과 청라 지역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외국기업 유치 시 필요한 인센티브로 토지 매입가격과 세제 관련 혜택 
등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천시는 지가 상승대비 게일사
가 약속한 외자유치나 기업유치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일
부 토지에 대한 인천시의 재매입과 자체개발을 시도하게 된다. 이는 2011년 겨
제자유구역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써 이행된다. 아트센터와 부속 토지를 재매
입한 IFEZ는 아트센터 주변 부속단지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아트센터를 짓
겠다는 계획으로 별도의 회사10)를 설립하여 진행 중이다. 

10) IFEZ 아트센터개발 주식회사 

[그림 4-4] NSIC vs.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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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시행사와 금융 자본 

[NSIC vs. 금융권]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현재까지(2015년) 초기 2차례 브릿지론
(BridgeLoan)11)과 3차례의 대규모 Financing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시행사
와 금융권은 각자의 이윤추구와 프로젝트가 내재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협상
을 진행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한 주요 은행은 자금 운영에 대한 효율
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명목으로 자사 인원들을 시행사인 NSIC의 주요 업무, 예
를 들어 공동 CFO 등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프로젝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도 했다. 초기 NSIC 설립 자본금 225억 중 모건스태리 부동산 
펀드 투자로 총 자본금 70%를 충당하고 이후 토지 매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

11) 단기 대출로 비교적 고금리로 이루어진다. 

[그림 4-5] NSIC와 정부기관의 갈등구도 및 파워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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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스코건설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 부터 포스
코의 신용보강을 통해 토지매입 자금을 빌리게 된다. 

2007년 NSIC는 프로젝트 수익성이 낮은 상업시설의 개발을 위해 링키지프로
그램을 도입하고 신한은행을 주간사로 2.5조 파이낸싱을 추진한다. NSIC는 설
립 이후 자금 조달을 전적으로 은행권에 의존했다. 2007년 11월에 받은 신디케
이트론도 신한은행이 주관했다. 그러나, 신한은행 파이낸싱 이후 신한은행의 프
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도 및 개입이 심해지면서 NSIC의 개발 계획은 제약이 많
아졌다. 초기 자본은 Morgan Stanley 부동산 펀드 투자로 NSIC의 총 자본금 
70%를 충당하고 포스코건설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
으로부터 포스코의 신용보강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빌린게 된다. 2007년 외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NSIC는 링키지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모
건스탠리의 투자를 일부 유치하고 신한은행을 주간사로 2.5조 파이낸싱을 추진
한다. 모건스탠리 펀드를 제외하곤 NSIC는 설립 이후 자금 조달을 전적으로 국
내 은행권에 의존했다. 2007년 11월에 받은 신디케이트론도 신한은행이 주관했
다.

[그림 4-6] 초기 시행사와 금융권의 이해관계



- 111 -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최대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만기 전에 일부라도 대출
금을 갚으라고 NSIC를 압박해왔다”고 말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를 담보로 잡힌 
탓에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발업체 입장에선 분
양이 안 되면 임대를 주거나 개발이 미진한 토지는 따로 매각하는 등 다양한 전
략이 필요한데 담보권자이자 채권 회수가 최대 목표인 은행들과 번번히 갈등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경제, 2013, 11. 26). 이처럼 시행사와 
은행권의 경우 채권회수와 개발전략시행에서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 2010년 신
한은행 대출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NSIC는 포스코건설 측에 프로젝트의 의사결
정 권한을 양보하고 모든 NSIC 발주 시공권을 포스코건설에 주기로 한다. 한
편, 2013년 NSIC는 자산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자산의 특성에 따른 패키지를 
구성하여 PF 재구조화하고 기존 은행권 일변도의 PF에서 증권사 및 보험사 등
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시행한다. 이로써 NSIC는 주채권 은행의 간섭
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개발전략의 시행측면에서도 다양한 전략구상이 가능해졌
다. 포스코건설도 직접적인 신용보강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시행사의 주주사로

[그림 4-7] 2007년 신한은행 PF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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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F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가져 온다. 

3. 요약 및 소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와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 및 
갈등구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요 갈등 축을 이루는 것은 프로젝트사 내부의 출자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로서, 양 사는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 송도를 개발하고 있으나, 초
기 프로젝트 기획단계의 협업 기간을 제외하면 포스코건설이 가진 시행사와 시
공사라는 이중적인 입장으로 인해 프로젝트회사인 NSIC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인 갈등을 촉발하게 한다.

[그림 4-8] NSIC와 금융권의 갈등관계 및 power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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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초국적 개발시행사인 게일사는 초국적 생산자서비스 업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국내 다른 공간과 차별화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갈등의 축은 프
로젝트 시행사인 NSIC와 인천시/IFEZ 와의 관계이다. 이 둘 사이에는 송도국
제업무단지를 성공적인 국제도시로 개발해야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나 그 
시행과정에서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갈등과 함께 개발일정에 대한 준수, 정부 측 
입장에서 초국적 기업의 과도한 시행이익의 국외유출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 등
으로 각기 보유한 권력수단을 통해 협상과 타협을 지속하고 있다. 세 번째 갈등
구도는 프로젝트에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시행사 사이에서 나타난
다. 기본적인 대출과 원리금 상환의 구도이나 대형 메가프로젝트가 가진 리스크
의 크기와 프로젝트 외부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금융권 내부 경쟁 등으로 인
해  프로젝트 단계별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9] 주요 행위주체간 이해관계 및 갈등구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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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에 기반한 이해관계와 갈등구도는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서 각기 다른 지리 공간적 양상으로 나타나며 프로젝트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
라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역동적인 특징을 보인다. 다음의 5장과 6장에서
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관계와 갈등구도가 프로젝트 주요 단계별 활동을 통해 
어떠한 공간적 특징을 보이는 지와 주요 활동에 따라 참여하는 행위주체간의 거
버넌스의 구조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15 -

제 5 장 송도IBD개발프로젝트의 공간적 스케일과 변화

본 장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이행 단계별 주요 활동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주요 행위주체들의  활동을 통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2000년대 초에 시작하여 당초 2014년을 
완료시점으로 추진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기업유치 부진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2020년으로 완공목표가 연기되었다. 현재 송도프로젝트는 
개발일정 상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
싼 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의 주요 전략방향과 개발계획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의 역할과 
의사결정구조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프로젝트의 단계별 특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구분점이 되기도 한다. 1절에서는 일반적 도시개발
의 단계 구분과 함께 주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의 단계를 구분하고 주요 단계별로 프로젝트 주요 경과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은 초국적 기업의 참여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제도시라는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천시
와 IFEZ를 비롯하여 미국계 초국적 기업인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건설, 관련 중
앙정부 기관 등 주요 행위주체들의 활동은 송도국제업무단지나 인천경제자유구
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제도나 규제 측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투자와 기업입지 유치를 위하여서는 글로벌 차원의 마
케팅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즉,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주요 행위주
체와 활동들은 국경과 도시 경계를 넘나드는 다중스케일 적 공간 특성을 보이고 
있다. 2절에서는 이러한 다중스케일 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행위주체와 
그 활동을 통해 정리하여 세계화시대의 초국적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공간적 특
징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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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주요 개발 단계별 특징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진행단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 취득에서부터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의 
‘초기단계’, 개발사업 대상물건이 건설되고 선분양인 경우 분양 또는 임대를 하
는 ‘중기단계’, 준공 이후의  기간으로 후분양 또는 미분양분에 대한 처리가 이
루어지는 ‘후기단계’로 대별 된다(손재영, 2010).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송도국
제업무단지 프로젝트의 경우 2003년 1차 토지매입과 2004년 실시계획의 승인
과 컨벤션센터와 최초 주거프로젝트인 주상복합 ‘더샵퍼스트월드’ 1차의 착공 
및 메인 파이낸싱 1.5조 가 이루어지는 2005년 까지를 초기라고 볼 수 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중기단계인 셈이다. 그러나 메가프로젝트이며 복합도시
개발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내에서는 주거 및 업무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세부 프로젝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착공과 완공, 분양과 미
분양, 매각 등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를 이러한 하나의 
단계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시행사인 NSIC 는 내부적으로 주요 프로
젝트인 국제학교, NEATT, 중앙공원 등이 완공된 2010년을 Phase 1이 끝나고 
새로운 Phase 2 에 들어서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NSIC Press Kit, 2015).

[그림 5-1] 프로젝트 주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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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기간이 1990년대 후반부터 프로젝트
의 예상 종료 시점인 2020년까지 20여년에 걸친 장기간의 메가프로젝트라는 점
에서 프로젝트 내부는 물론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침체가 대표적인 외부환경의 
변화였으며 두 차례나 변경 연기하는 데 영향을 준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단계별 구분은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사
업의 단계구분과 송도프로젝트가 가지는 환경적 변화와 주요 이벤트를 복합적으
로 고려하여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를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목표와 함께, 프로젝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내 외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주요 진행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고자한다1). 

포스코건설과 게일사가 프로젝트의 기획과 시행사인 NSIC 설립하기 까지를 
프로젝트 기획단계(1단계 : 1999년~2002년), NSIC 설립 이후부터 토지 매입과 

1) 단계 구분은 건설 측면이나 파이낸싱 측면에서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진행 현황에 대
한 서술의 편의상 3단계로 구분하고 주요 활동별로 각기 다른 변곡점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에
서 서술하고자 한다.   

단계 1단계
프로젝트 기획

2단계
개발초기

3단계 
구조조정 및 
개발중기

4단계
개발후기

기간 1999~2002 2003~2008 2009 ~ 2015   2016 ~ 2020

주요목표 
및 활동

프로젝트기획
개발목표 및 
전략 NSIC 설립

마 스 터 플 랜 확 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Key Projects 완공 
도시마케팅

토지재매각
도시마케팅
상업시설개발
파이낸싱 재구조화

도시마케팅
프로젝트 완료

<표 5-1> 송도 IBD 개발프로젝트 주요 단계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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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마스터플랜 승인과 NEATT, 국제학교 등 주요 프로젝트들
이 완공까지를 개발초기 (2단계 : 2003년~2008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개발지연과 자금수지 악화로 인한 토지매각과 제 3의 개발자 참여와 파이낸
싱 재구조화 등이 기업유치와 도시마케팅, 분양 활동에 주력하게 되는 시기를 
구조조정 및 개발중기(3단계 : 2009년~2015년)로 구분하여 단계별 주요 진행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로젝트 기획단계 (1999년~2002년)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는 1990년대 후반 인천시가 인천바닷가의 
370만평을 대지를 개간하기 시작하면서 이 토지를 기반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
할 민간 주체를 찾는데서 출발하였다. 도시개발사업분야로 진출하고자 했던 당
시 포스코건설(구. 포스코개발)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해외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2) 2002년 미국의 부동산 개발사인 The Gale Company (현 Gale 
International) 와 포스코건설이 합작 회사인 송도신도시개발 유한회사 (NSC, 
현 NSIC)3)를 설립하고 인천시와 토지공급 계약을 맺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천시가 추진하여온 개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는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라도 팔지 않으면 재정 위기에
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한편, 포스코건설(당시 포스코개발)은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던 플랜트 설비 위주의 공사에서 벗어나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하였
으며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개발부지 선정과정에
서 인천시 송도개발 담당부서와 접촉이 시작되었고 송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천시의 국내업체 대상 토지공급과정이 
일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난관에 부딪치자 외국 기업과의 합자회사의 경
우 비교적 단기간에 공공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의 부동산
개발 및 서비스사인 게일사를 프로젝트 파트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 포스코건설은 인천시로부터 빠르게 토지를 매입하는 전략으로 해외 기업을 파트너로 삼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토지매입과정에 드
는 시간을 일년정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용경 부회장 인터뷰)

3) 이후 상호 문제로 NSIC 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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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미국의 게일사도 미국 내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필요
했던 시점이었다. 이후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게일사는 송도 매립지를 국제도시
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인천시와의 접촉이 시작된다. 이 시기의 주요 행위주
체는  포스코건설 및 게일사, 그리고 인천시 관계자들이었으며, 주요 행위주체
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개발 사업에 대한 구상과 진행 방안 등에 대
한 계획수립과  사업부지에 대한 답사 및 참여업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송도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 측 인프라 구축계획과 외국인직접투자
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인천시와 중앙정
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초국적기업이
나 자본의 참여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어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지나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경우, 국내 기업의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사업다각화
와 지방정부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외국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면서 이루어졌다
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와 도시개발의 관계에서 초국적 자본의 우월성이나 로
컬의 소극적 대응으로 설명하기에는 다른 변수들과 행위자들의 내재적 욕구와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국적 자본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세계화가 
도시화로 자동적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니며, 초국적 자본에 의한 도시화 내에도 
단순한 자본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Olds, 1998). 즉,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형성은 초국적 자본의 경
제적 요구에 의해 성립되었다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요 행위주체
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2002년 2월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주주로 하는 합작법인인 NSIC가 설립되고 
인천시와의 토지공급 관한 계약이 체결된다. 이때부터 NSIC가 인천시로부터 토
지를 매입과정에서 토지매입금액과 절차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이 과정에
서는 포스코건설이 인천시와 게일사의 중간에서 금액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고 
초기보다 상향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4)하는 대신 인천시의 인프라 투자 및 경

4) 송도 매립지의 토지조성원가는 평당 약 70만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NSIC 설립 이후 토지매입
가에 대한 향후 특혜시비 등에 대한 우려로 토지 매입가를 평당 약 110만원에 하는 대신 인천
시가 인천대교 건설 등의 인프라투자 확대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이루어졌다 (조용경 당
시 포스코건설 송도사업본부장 인터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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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전략과 국내기업이었던 포스코건설의 
활동이 지방과 국가적 범위를 벗어나 초국적 행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외국계 파트너사를 찾기 위하여 미국의 주요 시행사업자
들에게 송도사업의 파트너로서 참여할 의향을 타진하고 게일과의 파트너십을 맺
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제도적 규제완화와 경제자유
구역지정 등 중앙정부의 참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환율정책과 외자유치 관련 
업무 담당부서들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및 포스코건설과 함께 게일사와 직접적
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메가프로
젝트 실행을 위한 적극적 조정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2) 개발초기단계 (2003년~ 2008년)  

 개발초기의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NSIC와 인천시가 주요 
행위주체로 활동하였고,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외국인직접투자 분야에서는 중앙정

[ 그림 5-3 ] 송도국제업무단지 마스터플랜 – 토지이용계획
자료 : Songdo Orange Book (KP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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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련부서인 재정경제부가 인천시와 함께 참여하였다. 2003년 송도지구를 비
롯한 영종 및 청라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특별기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어, NSIC와 함께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정부 측 주
요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NSIC는 토지 매입을 위하여 2003년 
10월 우리은행 등을 통한 첫 대출을 실행하고 인천시로부터 10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시작한다. 

미국의 게일사는 NSIC의 대주주로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마스터플랜을 이해 
글로벌 설계업체인 KPF를 파트너로 마스터플랜 작업을수행하게 하고 이를 
IFEZ 와 논의를 통해 2005년 확정한다. 프로젝트 개발 초기의 주요 활동으로써 
도시 개발의 목표 및 전략수립, 그리고 마스트플랜 수립에서는 초국적기업인 게
일사가 대주주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들 내용에는 초국적이고 

자료 : Songdo Orange Book (KPF, 2005)

[그림 5-4] 도시계획 벤치마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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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ongdo Orange Book (KPF, 2005)

글로벌 표준을 지향하고자 하는 특징들이 나타난다. 우선, 마스터플래너인 미국
의 KPF 사는 국제도시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베니스의 수로, 뉴욕의 센트
럴파크, 파리의 업무 지구 등을 벤치마킹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업무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시설은 물론 컨벤션센터, 공원, 국제학교, 국제병원, 쇼핑
시설, 호텔, 골프장 등 모든 편의시설이 도보로 3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최상의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프로젝트’로 불리는 도시 인프라로써 해수가 흐르
는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학교, 국공립 교육시설, 골프장 
등을 배치하였다. 국제적 마스터플래너를 통한 설계 외에도 개발전략의 또 다른 

[그림 5-5] 송도국제업무단지 마스터플랜 – 보행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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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친환경도시를 구축∙관리를 지향한다는 것
이다. 도시 어느 곳에서나 IT 인프라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여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기업(LGCNS, CISCO 등)과 파트너십과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전략 을 이행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특등급기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U-Healthcare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화상통화(Telepresence)시스템을 이
용한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유시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회사를 설립 등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도
록 설계하고 매립지의 특성상 평평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자전거 도로를 조성
하여 자동차 이용 자제 유도하고자 했다. 도심 한가운데 대형 공원을 조성하고 
모든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열섬효과 방지하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낮 동안 자
연채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돼 전기 및 에너지 사용량을 줄였으며, 물 사
용량을 줄이기 위해 빗물과 중수를 활용하는 시스템 도입하였다. 송도IBD 내 주
요 건물은 미국 그린빌딩협회의 LEED 인증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의 
빌딩들이 LEED 인증을 받았다5).   

이러한 공간설계 및 구축 전략에서 시행사가 KPF라는 국제적 생산자 서비스
업체를 동원하여 한국이라는 지방적 위치에 존재하는 송도국제업무단지를 다른 
국제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제도시로서 초국적기업과 관련 종사자들, 즉, Sklair(2001)의 개념으로 본
다면 초국적 자본가 계층(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들의 공간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최첨단의 기술과 흐름을 반영하고
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인천시와 재정경제부 (현 기획재정부)로부터 개발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2005년 3월 첫 프로젝트인 컨벤션
센터 1기 공사가 착공되고 주거 프로젝트인 ‘더샵퍼스트월드’가 착공되고 분양
되었고, 2006~2007년 사이 국제학교,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컨벤션호텔, 
중앙공원 등이 착공된다.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2005년 

5) 컨벤시아, 쉐라톤인천호텔, 채드윅 국제학교, 더샵 센트럴파크I,II, 더샵하버뷰 I, II, IBS 빌딩, 
푸르지오 하버뷰, 자이 하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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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으로 1.5조 메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시작으로 2007년 신한은행으로
부터 2.5조 리파이낸싱을 실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개발사업의 주요 활동으로 금융권 관계자들이 주요 행위주체로 참가하기 시작하
고 금융권과 NSIC 사이의 이해관계가 주요 특징으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시기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전체 기간 중 가장 역동적인 시기
로 볼 수 있다. NSIC는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주요 프로젝트들
이 착공되는 등 프로젝트 전체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정관계 인사들을 초정하여 송도를 알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 한다6). 
또한, 이 시기에 NSIC는 도시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유시티
(U-City)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하에 2005년 IT 서비스업체인 LGCNS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시티 전문서비스 업체인 송도유라이프 유한회사를 설립한다. 이를 
통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첨단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유시
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마스터플랜 설계사인 KPF 외에도 
Taubman(쇼핑몰), Kitson & Partners (골프장 운영), HAG(국제학교운영) 등 
주요 개발전략에 따른 핵심 프로젝트에 자문과 실행을 담당할 글로벌 컨설팅 회
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시기이다. NSIC의 이들 글로벌 생산자서비스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으로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국내 시공사(건설업체)들은 송도국제업무단
지 개발을 통해 LEED 등 새로운 시행 문화와 국제적 표준에 접하게 된다.  

6) 이 시기에 전 미국대통령인 조지 부시 부부와 전 미국 환경부 장관, 허버트 전 미국 대사 등이 
송도를 방문하였고 스탠 게일회장과 존하인즈 사장도 국내 및 미국 내 한미친선 행사에 참여
하는 등 송도알리기에 힘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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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조정 및 개발후기 (2009~2015) 

그러나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적 영향을 주었던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전 세계 부동산 산업의 침체는 송
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미분양사태와 함께 오피스 
개발프로젝트 개발지연 및 기업유치 부진, 이어진 자금난 등으로 프로젝트 전체
가 정지된듯한 시기를 맞게 되었다. 신한은행 등 대주단은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일부 조기상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분양수익금 감소, 기업유치부진 NEATT 용도 변경 
문제 등으로 자금수지에 곤란을 겪게 된 NSIC는 IFEZ 와 민간에 토지 재매각
을 시행 한다7). 개발시행사로서 NSIC가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체개발 후 
운영, 매각이라는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토지 매각대금으로 원리금 상환하고 사
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8)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에게 
토지매입자가 국내기업이라도 자금력과 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매각이 가
능하다는 합의를 해주게 된다. 주요 토지 매입자는 롯데, 이랜드, 코스트코 등 
상업시설 개발 운영자 들이었다(그림 5-10 참고).

한편, 2010년 중앙정부에서는 2003년 지정 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경제자유구
역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운영에 대한 감
사원 감사 결과 NSIC와 인천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방만한 운영과 관리감독 소홀
에 대한 책임을 물어, NSIC는 일부 토지를 원가와 금융비용으로 포함하여 다시 
인천시에 매각하였으며,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IFEZ에 대해서 2010년 2월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서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개발 및 외자 유치 지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위약금을 물게 하거
나 환매하도록 계약 변경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계약 해지와 계약약정에 따

7) Art Center 부지인 G1-2, G3-1와 G3-2 블록은 IFEZ아트센터주식회사에, 업무용지인 E4와 
F1 블록은 대덕건설과 포스코건설에 각각 매각하게 된다.

8) 신한은행 등 대주단은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일부 조기상환을 요구햇 



- 129 -

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인천시장과 인천경제청장에 통보했
다. 법률적으로는 2011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내용에서 이러한 조치들
이 가능할 수있도록 토지 환수조건과 개발시행업자의 교체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처럼, 금융위기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천시와 NSIC는 프로젝트의 큰 틀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천시는 NSIC 의 개발지연과 외자유
치 부진을 들어 토지를 재매입하여 자체 개발사업(아트센터)을 진행하고 그 수
익금으로 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에서 주된 토지 이용 측면
의 마스터플랜은 변화가 없으나 시행사가 NSIC서 지방정부나 국내업체들로 바
뀌면서 설계 및 개발계획의 변화로 기존 계획된 경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거나 일정상의 변화가 발생한다. 또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2
단계 실시계획 승인과 국제학교 승인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시 지
속적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관여하게 된다. 

파이낸싱 측면에서는 2010년 신한은행 대출 만기도래 시 포스코건설의 자금
보충약정 제공 등을 조건으로 대주단과 상환만기를 연장하게 된다. 이 때 포스
코건설은 신용보강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체 시공권을 확보하게 되며, 주요 의사
결정권을 가져오게 된다.9) 2013년 그동안 신한은행의 사업권 담보로 인한 PF 
로 개발계획과 전략에 제한이 많았던 NSIC는 포스코건설의 협력 하에 유동성이 
증가한 자산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재구조화 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토지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지연되고 있
던 상업시설 개발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13년 상반기 1단계 착공에 들어간 
1조원 규모의 ‘롯데몰’과 이랜드의 ‘복합쇼핑타운’, 테마형 쇼핑스트리트 ‘NC 큐
브’ 등 사업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업체인 CISCO로부터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유라이프솔루션즈’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CISCO의 ‘Smart Connected Communities’라는 전략 
하에 송도를 스마트시티로 알리고자 한다. 포스코건설의 본사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이전을 시작으로 대우인터내셔널, ADT 캡스 R&D 센터, 시스코의 스마트시

9) 포스코건설은 NSIC 의 이사회 비토권을 갖게 되고 운영사인 GIK 의 대표이사직과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자금운용에 대한 권한이 게일사로부터 포스코건설로 넘어오게 된다.  
 .



- 130 -

티 홍보관 등 대기업의 송도이전 및 투자로 송도국제업무단지에 대한 국내외 기
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2013년 12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
국을 비롯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 등 국제기구가 입주해 국제도시로서도 명분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 

출처 : 송도 IBD Press Kit (2015)

출처 : 송도 IBD Press Kit (2015)

[그림 5-8] 주요 상업시설 개발 현황

국제기구명 개소일 국제기구명 개소일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2013년12월 세계은행(WBG) 한국사무소 2013년12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송도사무소 2013년12월 세 계 선 거 기 관 협 의 회 본 부

(A-WEB) 2014년 4월

UN 지속가능발전센터(OSD) 2012년 1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CITRAL) 아태지역연구소 2012년 1월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 2010년 5월 동 북 아 환 경 협 력 프 로 그 램
(NEASPEC) 2010년 5월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
회 (ESCAP) 동북아사무소 2010년 5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사무국 2009년 7월

U N 국 제 재 해 경 감 전 략 기 구
(ISDR) 방재연구소 2009년 8월 UN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

터(APCICT) 2009년 6월

UN 기탁도서관 2006년 6월

<표 5-2> 송도지구 국제기구 입주 현황  



- 
13

1 
-

 
[그

림
 5

-9
] 

주
요

 행
위

주
체

 활
동

의
 공

간
적

 특
성

 –
 토

지
공

급
과

정
 



- 132 -

시기 주요 진행 경과 

1990년대 후반 인천시가 인천시 연수구 일대 370만평 개간 시작

2002년 3월 
The Gale Company 와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송도신도시개발
유한회사(NSIC) 설립 
NSIC와 인천시 토지공급계약 체결

2002년 11월 한국정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2003년  8월 송도국제도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3년 10월 9000만달러 파이낸싱 및 토지매입 (10만평)

2004년  2월 
파이낸싱 자문계약 체결 – 우리은행 모건스탠리 ABN Amro
운영사인 GIK 설립 ( 게일사 : 포스코건설 = 70:30 )

2004년  6월 파이낸싱 1.8억달러 

2004년 11월 선도사업지구 실시계획 승인 (컨벤션센터 부지 10만평)

2005년  3월 컨벤션센터 착공

2005년  5월 주상복합 ‘더샵퍼스트월드’ 착공 및 분양

2005년  6월 파이낸싱 1.5조원 (우리은행, 국민은행, ABN Amro)

2005년 11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2단계 실시계획 승인

2005년 12월
토지매입 (2단계 사업지구 46만평, 2천1백억원)
포스코건설 서울본사 송도국제업무단지내 사옥이전 발표 
LG CNS와 송도유라이프 유한회사 설립 계약 체결

2006년 11월 송도 국제학교 착공식

2006년 12월 모건스탠리 부동산 펀드 3.5억달러 투자 계약

2007년  2월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 컨벤션호텔, 중앙공원 착공식 

2007년 10월
국제비즈니스 협력을 통한 친환경도시개발/미국 UTC & 한진그룹 
업무협약식 체결 2.5조 신한은행 PF

2007년 12월 2.5조 신한은행 메인 PF 

<표 5-3> 송도국제업무단지(Songdo IBD) 주요 진행경과 (200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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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IFEZ 아트센터 기공식 

2008년 10월 송도 컨벤시아 개관

2009년 4월 GIK- KT, Gale-CISCO간 MOU 체결 

2009년 6월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 US-PGA 챔피언스투어 개최발표

2009년 8월 쉐라톤 인천호텔 오픈

2009년 10월 송도 커낼워크 완공 

2010년 9월
채드윅 국제학교 개교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완공 

2011년 7월 
470만 달러 규모의 시스코 투자계획 체결
일본 도쿄 투자설명회 개최 

2011년 11월 이랜드 복합상업 및 업무시설 개발을 위한 부지매각계약 체결

2011년 12월 포스코 교육재단과 인천포스코 자사고 설립을 위한 MOU 체결

2012년 7월 ADT캡스 송도 입주

2012년 8월 
이랜드, 송도 커낼워크 내 테마형 쇼핑스트리트 ‘NC큐브’ 조성계약 
체결

2012년 10월 녹색기후기금 GCF사무국 송도유치 확정 

2013년  7월 
이랜드의 ‘복합쇼핑타운’, 테마형 쇼핑 스트리트 ‘NC 큐브’
대우인터내셔널  유치 및 동북아무역센터 매각 

2013년 4월 롯데몰 송도개발 1단계 착공

2013년  7월 
이랜드의 ‘복합쇼핑타운’, 테마형 쇼핑 스트리트 ‘NC 큐브’
대우인터내셔널  유치
동북아무역센터 매각 

2013년 12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소 입주
롯데몰 1단계 – 롯데마트 개장
2.27조 파이낸싱 재구조화 

2014년 1월 ADT캡스  수도권 광역본부 송도 이전

2014년 3월 포스코엔지니어링 송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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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SIC Press Kit (2015, 2006 으로부터 재구성) 

한편, 2014년 정부는 송도를 ‘창조형 서비스 산업의 허브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NSIC측은 기업유치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추
가적인 규제 완화와 현재 제조업 중심의 인센티브제도를 지식 및 서비스업 등으
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마케팅 활동으로는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에서 2011년 US PGA 챔피언십 등 국제 골프대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2015년 
10월 프레지던트컵 개최로 송도와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공원과 송도지구에서는 NSIC와 IFEZ 주관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개최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국적
인 경관과 독특한 건물 외관 등 장소적 특성으로 국내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과 광고 현장, 영화 및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활용되면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좋아지면서 개발사업자에게도 호재로 작용
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도시전체 개발 계획대비 60% 정도 진척되었으며하며, 
이중 20% 정도는 자체개발이 아닌 사업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토지 매각을 진
행하여 제 3 자 개발을 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2014년 7월 특급 레지던스,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 개장

2014년 10월
코스트코 송도입점 토지매매 계약체결
포스코 A&C 송도 이전 협약식 체결 

2015년 1월 대우인터내셔널 동북아무역센터 입주

2015년 4월 포스코 A&C, 동북아무역센터 입주

2015년 10월 프레지던트컵 개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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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위주체별 활동의 공간적 특성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세계화 시대의 외자유치를 통한 도시개발 등을 국
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차별화된 전략으로 여기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과 자본들은 자국내시장을 벗어나 
초국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진행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본
은 공간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고 지속적으로 공간적 이동성을 강화하고자 하
며, 글로컬(glocal) 국가들은 고정되고 장소특정적인 자산을 영역 내에 확보하고
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규모의 기관들은 지역과 도시수준으로의 공간적 
리스케일링(rescaling)을 통해 자본주의 산업재편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Brenner, 1999). 이같은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참여하
는 주요 행위주체로서 초국적기업인 게일사(NSIC)와 국내기업인 포스코건설, 지
방정부기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경제부(현. 지식경
제부)와 관련 기관들이 보이는 공간적 활동의 특성을 통해 세계화시대의 초국적 
대형 도시개발프로젝트의 공간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게일 인터내셔널 (게일사)

송도프로젝트의 특징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외국계 부동산 개발사와 자
본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현재는 여러 국적의 외국계 시
행사들이 국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외국계 부동
사 시행사로는 국내 최초로 게일사가 송도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국 보
스톤의 부동산 서비스회사에서 출발하여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일사는 국
내기업인 포스코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부동산 개발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포스코건설과의 합자회사인 NSIC의 대주주로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로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 그리고 자금조달을 위한 국내 금융권과 관련 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을 담당
하는 중앙정부 기관, 그리고 도시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 단체들과
의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즉, 송도라는 도시개발프로젝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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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적 범위는 지방과 국가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림5-11 참조).  

 글로벌 차원에서의 NSIC의 활동은 설계를 비롯한 생산자 서비스 업체와의 
파트너십과 도시마케팅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초기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NSIC는 마스터플랜 설계사로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KPF, ARUP 사 등의 글로
벌 설계사를 파트너로 참여시킨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초국적 기업의 입지
를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유사한 글로벌 설계사들의 참여로 주요 세계
도시의 경우 경관과 도시구조의 유사성을 갖게 된다. 즉,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 
초국적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부동산개발과 컨설팅 및 평가부문에서 초국적화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김용창 등, 1998). 이는 차별적인 도시경관과인프라 구성 
및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QOL) 관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 초국적 기
업의 입지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전략 중 하나였다. 마스터플랜을 담당한 
KPF사는 화려한 명성에 걸맞게 송도IBD의 도로와 공원, 주거와 상업시설 배치 
등은 물론, 센트럴파크, 동북아무역센터, 송도컨벤시아, 채드윅국제학교, 커낼워
크 등 대표적인 공간을 설계했다. 이와 같은 외국계 설계 감리 및 개발 컨설팅
사가 참여하여 마스터플랜 작업과 각 공간별 특화된 설계 안으로 기존 국내 도
시개발과는 차별화된 공간 구성을 시도한 것은 NSIC 의 대주주인 게일사의 영
향이 컸다. 이는 인천이라는 지방의 공간이 게일사와 개발관련 글로벌 생산자 
서비스 기업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도시로 개발되어가는 과정
이다. 

도시 개발전략 측면에서도 NSIC는 차별화된 공간개발과 기업유치를 결합하여 
추진하는 데 대표적인 것이 ‘유시티(U-City)’였다.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정보
통신업계와 건설업계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반의 도시개발 컨셉으로 등장한  
‘유시티(U-City)’를 도시 개발의 주요 컨셉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NSIC는 유
시티를 도시개발전략에 포함시키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과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 즉, NSIC의 정보통신분야 파트너 전략의 특징은 
초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공간경쟁력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ICT)을 도시 
인프라구축의 한 축으로 두는 한편, 기업유치의 전략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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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관련 국내외 기업을 도시개발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프로
젝트 초기인 2005년부터 국내의 정보통신업체인 LGCNS를 통해 ICT를 전담하
는 합자회사(송도유라이프유한회사)를 별도 설립하여 스마트한 정보통신 인프라
를 갖춘 도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때 NSIC는 당시 일본 야후의 부사장으로 
있던 스탠포드대학 출신 재미교포 존 킴을 책임자로 불러들여 그에게 국내 정보
통신업체들 중 파트너를 선택하고 초대 CEO를 맡기고자 한다. 당시 국내의 IT 
수준이 세계최고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이 분야에서 해외파트너사를 필요
로 하지는 않았으나 담당자로는 글로벌 경험을 중시한 셈이었다. 2010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인 CISCO의 투자를 유치하여 ㈜유라이프
솔루션즈 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당시 시스코의 전략적 구호였던 “Smart 
Connected City” 도시를 송도국제업무단지에 구현하겠다는 마케팅을 전개하기 
시작하며 CISCO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송도를 알리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친환경인증 제도인 LEED 프로그램
을 개발전략에 포함시키며, 국내의 친환경인증제도가 아닌 미국의 인증제를 송
도개발에 도입함으로써 글로벌한 도시이미지 구축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다. 또, 
공항에 인접한 입지조건을 통해 ‘에어로트로폴리스(공항도시)’로의 발전 가능성
을 과시하였다. 에어로트로폴리스란 새로운 도시개발 개념으로 세계적인 석학인 
존 카사르다(John Kasarda) 와 기자 출신의 그렉 린지(Greg Linsay) 가 공동 
발간한 ‘에어로트로폴리스: 곧 다가올 우리 삶의 방식(Aerotropolis: The Way 
We Live Next)’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는 ‘에어로트로폴리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도시로 묘사되고 있다. 에어로트
로폴리스는 에어포트(airport)와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의 합성어로 공항 중
심으로 주변 인프라가 형성되는 미래도시 모델인 ‘공항 중심 성장 도시’를 뜻하
는 것으로 인천공항과 자동차로 20분 이내 위치에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는 미
국의 디트로이트, UAE의 두바이 등 세계 7대 에어로트로폴리스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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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asarda, J. D., & Lindsay, G.(2011) 기반 정리

도시마케팅을 위한 활동으로 잭니클라우스골프장에서 국제 골프대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2015년 10월 프레지던트컵 유치 및 개최로 송도와 인천을 세계에 알
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공원과 송도지구에서는 
NSIC 와 IFEZ 주관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개최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국적인 경관과 독특한 건물 외관 등 장소적 특성으
로 국내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과 광고 현장, 영화 및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활
용되면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좋아지면서 
개발사업자에게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의 송도 유치와 함께 세계은행( World Bank) 한국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소 등 국제업무 관련 기구들이 G-Tower를 중심
으로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스케일의 마케팅 활동 등은 게일사의 초국
적 기업으로서의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시이름 주요 내용

송도국제도시 에어로트로폴리스의 개념이 현실화된 공간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욜, 장기적으로 
중국, 인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하늘의 실크로드’ 구축준비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시는 2010년 ‘에어로트로폴리스 개발회사’를 설립해 기업
유치 시작

충칭 중국의 ‘ GO WEST’전략의 거점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독점제조사인 
팍스콘(Foxconn)은 충칭에 거점을 둘 계획

멤피스 세계적 물류기업 페덱스가 멤피스시 경제규모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

하이데라바드 5천만달러 상당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주도로 민관 파트너십 
구축

암스테르담 
공항을 중심으로 5만개 일자리, 알스미어 rhc 경매장은 전세계 꽃 물
량의 1/4을 담당하며, 기차로 8분 거리 첨단업무지구인 Zuidas에는 세
계 굴지의 투자은행 ING, AMB AMRO 등이 위치함. 

<표 5-4> 세계 7대 에어로트로폴리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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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일사와 NSIC는 미국계 부동산 개발사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데 특히, 스탠 게일회장의 경우 송도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유력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기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얻어내고자 한다. 스탠 게일 
회장은미국과 한국의 경제관련 민간단체에 참여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송도국
제업무단지의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와 한미 FTA 등에 영향을 행
사하고자 한다. 이는 Gimm(2013)의 개념에 따르면 다중스케일 행위자
(Multi-Scalar Agent) 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송도국제업무단지라는 지역의 
영역화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영역적 범위를 넘어 국민국가 스케일이나 글로
벌 스케일의 다른 전략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다. 스탠 게일 회장은 본인 뿐 
만아니라 허버드 전 주한미국대사,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 등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한다. 2013년 GCF(국제기후기금)의 송도유치 공로를 인
정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다중스케일 행위자로서의 역할과 특징
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게일사와 NSIC는 초국적부동산개발 기
업으로서, 마스터플랜과 도시개발전략 부분, 글로벌 생산자서비스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도시 마케팅 부분에서는 초국적 기업으로서 특징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기업유치 등의 실적으로 직접적인 연결을 증명하
기는 어려우나 초국적기업의 네트워크의 장점이 반영된 개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초기 모건스탠리 부동산 펀드 등 
사업자금을 글로벌 차원에서 조달하고자 했으나, 당시 한국의 금융시장의 개방 
및 환율이슈 등으로 주요 자금조달 활동은 파트너사인 포스코건설과 함께 국내 
금융권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모건스탠리의 부동산펀드의 링키지프로그
램 참여를 제외하고는 자금조달 활동영역에서는 초국적 차원의 활동은 거의 나
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내 금융 및 환율정책 등 국내적 상황이 더 많이 작용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NSIC는 미국의 CNN, 영국의 BBC 등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주
요 미디어에 송도국제업무단지가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
원하고 도시개발 컨퍼런스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송도 알리기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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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게일과 NSIC는 미국계 초국적 기업으로서 송도라는 지방적 프로젝트
에 참여하여 이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기획하고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5-11]은 주요 행위주체들의 활동에 따른 공간적 스케일을 요약하여 보
여주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국내 업체이지만 초기 개발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해 미국의 부동산업계와 연계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활동하였고, 시공과 관련
해서는 로컬차원에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협의하
고 처리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국내 금융권들과 PF의 조건 
등을 논의하면서 전 공간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전형적인 다중스케일 행위자로서 
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기업인 게일사의 경우도 다양한 글로벌 생산자
서비스 업체들과의 함께 한국 내 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송도국제업무
단지 내 기업유치 및 도시마케팅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상으로 활동
을 전개하는 등 다중스케일 행위자의 특징을 보였다.

2) 포스코건설  

1994년 설립된 포스코의 계열사로 포스코건설은 주로 사회기반시설과 플랜트 
건설 쪽에 치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포스코의 중국과 브라질 등 해
외 플랜트 건설을 통해 국제적 경험을 했으나 송도사업이전에는주택 및 도시개
발 분야에서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였다. IMF 이후 포스코건설은 새로운 사
업영역으로 주택분야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인천시의 매립지 개발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된다. 국내기업인 포스코건설이 공공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는 공공 입찰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데 포스코건설도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인천시도 당시 재정적 어려움이 큰 상태여
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
국기업의 참여가 일정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었다. 

당시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업본부를 담당했던 조용경 전 대우인터내셔널 부회
장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미교포 J.Kim 박사의 도움으로 미국의 시행사
들을 접촉하기 시작한다. 당시 미국 동부의 부동산 시행사 중 상위 업체 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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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타진하였고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게일사와 손을 잡게 된다. 
국내 건설사 중 비교적 후발 주자였고 더구나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진
입하려던 포스코건설로서는 송도의 매립지를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은 주택과 부
동산 개발사업 진출의 매력적 기반이 되었다. 

한편, 미국의 게일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NSIC라는 시행사를 설립하였으나 
29.9% 의 지분을 가진 소주주가 되면서 시행사업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권한이 
게일사로 가게 되고, 포스코건설 내부에서도 시행사업의 이익보다는 시공사로서
의 물량확보와 시공이익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개발이라는 목표보다는 시공사로서의 경제성에 더욱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가 
된다. 프로젝트 초기 외국계 부동산 시행사와 사업자금을 찾기 위해 미국 등 글
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던 포스코건설은 시행사 설립과정에서 주주로서의 역할 축
소로 프로젝트 개발이 시작되면서는 로컬의 시공사로서의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된다. 한편,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은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의 시공사 신용보강이라는 관행으로 NSIC의 자
금조달 과정에 밀접하게 참여하게 된다.

파이낸싱 측면에서 NSIC가 초기에 투자를 유치한 모건스탠리 등 초국적 자본
이 일부 투자하였으나 모건스탠리가 1,500만 달러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등 국내 대형 은행 중심의 대주단이 파이낸싱에 참여하여 
국가적(national) 수준 에서 대부분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우리
은행은 포스코건설의 주거래 은행으로 초기 포스코건설의 신용보강으로 송도개
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주었다. 리스크가 큰 메가 프로젝트이자 장기프로젝
트로 대주단은 기본적으로 신디케이션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자 했다. 1차를 
비롯한 2차 파이낸싱에 신한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들, 2,27조 파이낸싱에는 
총 10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였다.10) 이처럼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참여 금융기
관의 유형이나 규모를 보았을 때 인천이라는 지방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국가
의 주요 금융기관이 거의 모두 참여한 국가적 대형 사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한

10) 송도국제업무단지 PF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숫자가 자료별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신디케이션 론의 경우 초기 참여자가 다른 기관에 대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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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초국적기업이 참여하기는 했으나 자금조달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  IMF 이후 국내 외환관련 상황과 규제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글로벌차원에서 외국
기업 파트너를 찾고자 활동하나 일단 프로젝트 개발이 진행되면서 시공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로컬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3) 지방 정부

인천시는 토지 공급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도시 개발에 대한 전략에 집중하며 송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3개 지구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NSIC가 개
발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에도 계획 수립단계 및 인허가 과정에 
주요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시행사와의 관계에서 도시나 지방정부가 비
교적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토지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인천시와 
IFEZ는 토지공급과 이용에 대한 인허가과정을 통해서 초국적 도시개발 프로젝
트를 관리 조정한다.  

“인천시에 기부한 센트럴파크, 컨벤시아, 아트센터, 국제학교, 도로 등 국제
도시를 위한 기반 시설에 1조원 이상 투입한 걸 감안하면, 당시 부지조성원
가의 약 2배 이상 가격으로 송도IBD 부지를 매입했고 IBD의 토지는 땅값이 
올랐다고 아무에게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모든 땅에는 이용 계획이 잡
혀 있어 부지 매각을 한다고 해도 도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업, 그리고 인천시와 경제청의 동의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해요”  (면접자 8, 
2015년 10월 2일)

이처럼 인천시는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NSIC의 활동을 관리 감독한
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 일정의 지연과 기업유치의 부진 등의 이
유로 NSIC에 공급했던 일부 토지에 대해 재매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적 
어려움과 시행사의 지가상승에 따른 시행이익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한다. 게일



- 145 -

의 참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지방적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세계화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대응과 조정이라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통한 도시개발전략을 수행하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수행에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중층적 도시 거버넌스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인천시
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들고 기업의 유치 활동 및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마케팅을 활동을 시행사와 함께 국제적 차원
에서 전개하기도 한다.

4) 중앙 정부 

인천광역시와 NSIC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송도
를 포함한 영종,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의 프로젝트에 
개입하는 장치를 두게 된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경우도 국가조직
의 이익추구를 반영하고 있다(김준우, 안영진, 2006). 인천은 물론 중앙정부(지
식경제부) 역시 국가경쟁력 주요 전략 중 하나였던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자 
및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 프로젝트 초기에 지원과 관심을 집중하였다. 세계
화의 진행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본은 공간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고 지
속적으로 공간적 이동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글로컬(glocal) 국가들은 고정되고 
장소특정적인 자산을 영역 내에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규모의 
기관들은 지역과 도시수준으로의 공간적 리스케일링(rescaling)을 통해 자본주
의 산업재편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renner, 1999). 이 같은 맥락에
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세계화 시대의 외자유치를 통한 도시개발 등을 국
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차별화된 전략으로 여기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일사의 송도 투자 당시 인천시와 당시 재정경제부는 인천대교(제2연륙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약속하였고 이를 이행하였다. 중앙정부기관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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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정경제부)는 초기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FDI)와 해외기업유치 등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기업들과 함께 미국 게일사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시행사와 
지방정부 사이의 토지 매각 및 매입과정에 개입한다. 2010년 감사원의 경제자
유구역 운영에 대한 감사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활동 중 하나였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는 가능한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시장의 자유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최병두, 2011). 
2003년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는 국민국가를 
넘어서 자본축적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지만 자원 및 시장의 확보를 둘러싼 지
본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윤율 하락과 경기침체를 겪게 되면서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김준우 등(2006)의 연구에서도 송도경제자유지구
의 개발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NSIC는 기업유치와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제도를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및 서비스
업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정부 측에서는 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되었다고 송도국제도시가 완성 된 
거 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나 제도가 좀 더 개선
되어야 만이 기업이 유치되고 도시가 살아나는 것이다. 경제청 리더뿐 만 아
니라 실무진들도 국제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비젼을 가지고 정책을 구상하
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면접자 3, 2015. 10.2)

NSIC와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인
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관련 논의가 송도지구를 통해서 이루어지
길 기대하나 최근 중앙정부나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청라나 영종지구로 개발의 
중심을 옮겨 개발속도나 가시적 효과를 보고자 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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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 최초의 초국적기업과 자본의 참여로 이루어진 송도국제도시 
개발프로젝트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업무
단지 개발은 토지공급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인천시 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및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지경부 등 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함께 프로젝트에 관계하는 정책 목표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공간이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국내 금융기관이 주요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 기업이 시행사로 참여하긴 하였으나 토지와 관련된 관리감독과 
인허가,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는 지방과 국가적 스케일의 활동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5-12]  송도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의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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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공간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기업과 관련 설계 및 컨설팅 기업의 참여로 도시개발과정과 도

시 마케팅 활동에서 초국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초국적성은 도시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외국기업의 유치와 국제도시로서의 송도를 표방하고 있는 시
행사와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상응하는 것이며, 이를 구현하는 주체는 초국
적 기업인 게일사가 대주주인 시행사 NSIC와 그 글로벌 파트너들이다. 마스터
플랜사인 KPF는 외국기업과 그 종사자들의 거주 공간으로서 필요한 다양한 인
프라와 시설들- 국제학교와 국제병원, 중앙공원, 도심 골프코스 등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에 관련된 프로젝트-을 포함시키고 경관상으로도 세계 도시들
과 유사한 경관 만들어 내고 있다.

둘째, 약 24조의 규모의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초국적 자본의 국내 부
동산 투자관련 해서는 IMF 이후 국내의 환율관련 이슈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자유주의 도시화 과정과 초국적 자본과 기업의 이동 과정이 모
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각 국가가 처한 조건과 역사적 경험등이 
반영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기업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지만 자
금조달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경제자유구역이면서 FDI 유치 기지로
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 및 관리 정책이 중첩되는 다층적 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은 세계화시대의 지방적 차원에서의 도시화 과정이지만 그 규
모나 참여자의 특성으로 인해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의 정책적, 제도
를 통한 공간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에 비추어 볼 때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세계화 시대
의 도시개발과정과 자금조달 방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며 동시에 프
로젝트의 참여하는 각 행위주체들의 다중스케일적 특징으로 인해 도시개발의 주
요 활동들의 역동성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종전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들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데 비해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신자유주의 도시화로 정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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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적 특징과 토지공
급에 기반한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했다. 이
와 같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에는 자국 내 중앙 및 지방 정부 외에 
다양한 국내외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동성을 볼 수 있
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즉, 송도 IBD는 세계화의 진행과정에서 초국적 기
업과 자본들과 지역(local)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시행하는 공간개발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또한 프로젝트내의 중층적인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 및 변
화 과정 등 메가프로젝트에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송도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의 갈등과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
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50 -

제 6 장 송도IBD 개발프로젝트 거버넌스 특징과 금융  

본 장에서는 송도 IBD 개발프로젝트의 단계별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
위주체들 간에 형성된 주요 거버넌스 과정과 장기간에 걸친 개발프로젝트의 단
계별로 변화하는 거버넌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의 거버
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의 단계별 주요 목표로서 프로젝트 기획 및 SPC 설립, 토
지공급 및 개발, 그리고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한 PF 의 세가지 주요 활동목
표를 중심으로 송도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초기 인천시와 포스코건설 그리고 게일사간에 송도프로젝트를 성립시키기 위한 
기획과 관련 회사설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초기 토지공급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토지매각과 재매입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개발프로젝트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
트의 자금조달방식의 특징과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부동산의 
유동화와 증권화 방식과 연계하여 송도개발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의 특징과 
함께 이러한 과정이 프로젝트에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1. 프로젝트 기획 및 SPC 설립과 운영의 거버넌스

1)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기획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NSIC의 주주는 미국의 게일사
와 국내기업인 포스코건설이다. 송도 프로젝트 이전 포스코건설은 모 기업이 포
스코의 설비 및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매출의 변동 폭이 컸고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시장 확대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도시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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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 무렵 포스코건설(당시 포스코개발)의 조용경 전무는 미국 교포이며 국내 

원자력산업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J. Kim 박사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미국 내에서 저리의 자금을 투자받아 국내에서 시행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서 부
지 답사에 나선다. 한편, 인천시는 90년대 후반부터 현 송도 일대를 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으나 IMF 시기의 어느 기업도 토지 매입이나 투자의사
를 보이지 않아 공사비 지급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당시 최기선 인천 
시장은 포스코건설 측과 협의를 통해 당시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도 토
지를 매각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공 토지 매각 절차에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 포스코건설은 해외투자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파트너를 
찾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의 토지 제공 약속을 기반으로 포스
코건설은 트럼프사와 게일사 등 미국의 시행업체를 접촉하면서 송도사업 파트너 
찾게 되는데 게일사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송도프로젝트에 참여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재미교포였던 J. Kim 박사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림 6-1] 송도국제업무단지 프로젝트 기획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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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 각 행위주체들은 프로젝트를 성립시키고자하는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DiGaetano 와 
Storm(2003) 의 거버넌스 유형의 특징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와 민간 사이의 긴
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합주의 (Corporatist) 적인 특징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다(본 논문 2장 참고). 전후 미국의 주요 대도시 재생사업에서 시
장과 비즈니스 엘리트들의 친 성장 연대에서 보여주는 corporatism의 사례처
럼(Levine 1987; 1989)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포스코건
설과 게일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토지공급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들을 배제
하는 배타적인 협상(exclusionary negotiation)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과 운영 

초기 포스코건설은 시행 SPC 설립에 50:5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대기업 지분법 등으로 70.1:29.9 
의 형태로 지분 참여를 결정하고 시공권에 대한 확보에 주력한다. 한편, 게일사
는 미국 외의 첫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에 한국내의 부동산 관련 법규나 
투자 및 시행 이익의 회계적인 문제 등을 자문 받기 위하여 태평양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인 삼정 KPMG를 통하여 회사설립에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을 받게 된
다. 이처럼 초국적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전문 생산자 서비스 기업들의 역할
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게일사가 대주주가 되면서 운영사인 GIK 의 설립과 구성에 대한 모든 내용을 
게일측에서 전담하게 되고 인사권과 운영권을 장악하여 초기 포스코건설의 운영
사내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근본적 쟁점은 
지분구조는 7:3으로 되어 있으나 국내 시행 관행상 주된 책임은 포스코건설이 
지게 되어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이
행일정이나 토지 이용 용도 등에 대한 양사의 이견이 생겼을 때 대주주인 게일
사의 의결권에 대한 정책도구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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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사결정은 70% 지분을 가진 게일측이 하고 프로젝트 이행 상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나 신용상의 책임은 소수 지분을 가진 포스코건설이 지어
야 하는 구조였다”  (면접자 2 , 2015.10월)

이러한 지분구조의 특징과 시공사의 신용보강이라는 국내 개발사업 관행으로 
인행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갈등과 협상과정은 프로젝트의 많은 시간과 자원을 
쓰게 되는 활동이 된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에서 파견된 GIK의 임원들이 
중재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 게일사 입장에서는 초국적 기업으로서 국내 실정에 
어둡고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트너인 포스코건설이 시공사의 역할
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율배반적 입장에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파트너에 대한 전
적인 신뢰보다는 전문 서비스 업체의 자문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
다.1) 법률과 회계자문을 맡았던 태평양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삼정KPMG의 실
무진들의 자문과 중재가 Gale 측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SPC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거버넌스의 특징은 설립단계에서는 설립이라는 공

1) NSIC는 태평양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를 GIK 경영진으로 영입하여 포스코건설 측을 견제하는 
동시에 상시 법률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2] 프로젝트 회사설립의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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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목표로 프로젝트의 기획과 유사한 협력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나 세부적인 
지분구조나 이사회 구성 등의 쟁점에서  포스코건설과 게일사 사이의 경쟁 및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타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다원주의적 입장
(Pluralist)에서의 양사의 갈등을 중재하고 빠른 프로젝트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포스코건설 측은 기업내부 거버넌스 과정인 경영진과 의사결
정체인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에 참여하게 된다.

2. 토지공급과 개발의 거버넌스

본 절에서는 프로젝트 초기 NSIC가 인천시로부터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단계
별로 매입하는 과정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의 지연 등의 이유로 인
천시의 토지 제 3자 매각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프로
젝트 거버넌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토지공급계약과 토지매입 및 매각 

1990년대부터 시작한 송도일대의 토지 매립사업은 IMF 이후 매각과 투자 유
치가 어려워지면서 매립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과 함께 인천시의 재정
난을 초래하였다. 이에 당시 인천 시장이었던 최기선 시장과 인천시 의회는 조
성 원가이하로라도 토지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2002년 지
방선거 후 새로운 시장인 안상수는 그간의 송도프로젝트 논의를 재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매각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될 경우 특혜 
시비 등의 이슈를 피하자는 명분으로 이전에 논의된 가격보다 상승된 가격으로 
토지 공급이 결정 된다. 포스코건설의 중재를 통해 2003년 NSIC는 조성원가보
다 높은 약 117만원2) 수준에서 매입을 결정하고,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제 2 연
육교(인천대교)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약속하게 된다. 그리고 

2) 당시 송도 2, 4 공구에 지어졌던 풍림아프트 단지의 토지비용은 평당 300~400만원 수준이었
으며, 2007년 외국계 투자사로 NSIC의 자회사였던 송도유라이프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평당 150만원 비용으로 토지매입을 제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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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시행사 입장
에서는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과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
다. 2003년을 시작으로 2005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0년 5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입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 경제침체로 NSIC는 자금난을 겪게 
된다. 결국,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자금난과 대주단의 조기상환압박, 인천시
의 토지 반환요구, 게일사 내부의 경영진들의 갈등으로 인한 지분정리 등으로 
자체 개발하기로 되어있던 일부 토지에 대한 매각이 발생한다. 주거용 2개 블록
을 포함하여 업무 및 상업 용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익성이 높은 주거용 토
지보다는 업무 및 상업용지 비중이 높으며 인천시와 민간업체들이 매입하였다. 
2003년 인천시와 NSIC 사이의 토지공급 계약에서는 NSIC가 자체 개발하지 않
고 토지만을 매각할 경우, 토지 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 조건에 NSIC가 

[그림 6-3] NSIC 단계별 토지 매입  계획 

자료 : 포스코건설 내부보고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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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SPC의 1%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해야 하고 마스터플랜의 
이행 등 개발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2006년에 새한과 대덕에 매각하여 개발한 B4와 B5 블록에는 NSIC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개발 당시 개발 자문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오피스와 상가 개발이 지연되자, 도시개발을 가속화 한다는 이유로 2010
년에는 인천시가 NSIC 로부터 재 매입하여 공공개발하기로 한 토지3)의 경우 
이러한 투자조건 없이 NSIC의 매입원가에 세금과 이자 등의 비용만을 포함하여 
매각이 이루어진다. 

자료 : GIK 내부보고자료 

이 토지들에 대해서는 토지 원소유자이며 심의권자인 인천시에서 요청하여 매
입한 건이라 매각조건에 대해 묵인을 해준 케이스이다. 한편, 2011년 경제자유

3) B1~ B3, C1~C8-1 블럭 
4) 오시아홀딩스는 프랑스계 디벨로퍼(부동산 개발회사)로 프랑스 개인투자자 2명의 대주주와 국

내 개발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국내 주택개발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프랑스 자본으로 2012년에는 송도국제업무지구 D24블록에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
오’도 공급하고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주상복합 ‘e편한세상 캐널시티’를 분양 중이다.   .

매각대상 (블록) 계획 매각시기 매입자 변경 및 현황 

D24 타원형주상복합 　2011년 오시아홀딩스4) 대우아파트

G1-2, G3-1/2 Art  Center 2008년 6월
IFEZ아트센터

주식회사
부속지구아파트건
설 

E4 업무시설 2008년 7월 대덕건설 호텔

F 1 업무시설 2008년10월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사옥

A site Taubman개발 2012년 1월 롯데 롯데몰 송도

D6
Expo  

아파트부지
2008년 초

포스코건설
사원주택조합 

포스코건설
사원아파트

B4 　 2008년 초 　 오피스텔

B5 　 2008년 초 　 오피스텔

<표 6-1> NSIC 토지 매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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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NSIC 매각 토지 현황

자료 : New Songdo Orange Book (KPF) 기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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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법 개정 이후 개발시행업자의 변경을 명령하거나 토지 환수 매각을 할 수있
게 되어 코스트코(F8블럭), 롯데(A1블럭)와 이랜드(F6블럭) 등이 상업용지 매입
과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토지 매각과 재매입과정에서 인천시와 
IFEZ는 NSIC가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 이지만 도시개발에 대한 일정 및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능과 인허가권을 기반으로 NSIC가 자금난으로 어려
움을 겪는 과정에서 저가에 매각한 땅을 공공에서 원가에 재매입하여 공공 자체 
개발로 개발수익 일부를 송도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부 상업
용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기업에 토지전매를 허용하는 유연한 태도로 개발사업
자인 NSIC 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유치 등 상업용지 개발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인천시와 IFEZ 는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서 토지공급자인 동시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개발 수익에 대한 재투자
와 도시개발일정 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NSIC의 개발전략 
수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주체인 셈이다. 초국적 기업과 민간사업이지
만 로컬에서 행해지는 부동산개발의 경우 여전히 지방정부가 가진 인허가권 등 
토지와 관련된 제도 등이 개발전략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권력수단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NSIC와 중앙 및 지방정부(국토교통부
와 경제자유구역청) 사이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기본적인 사업의 예상 수익에 
대한 계산에서 양 측의 차이가 크다보니, 경제자유구역청은 NSIC가 지나치게 
많은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외자 및 기업유치의 부진을 이유로 
NSIC로부터 토지를 재매입하여 자체 개발을 추진하여 개발 수익금을 Art 
Center 개발 같은 비수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추가적인 기부체납 등을 요구하기
도 한다5).이러한 토지매각과 공공과 민간에서의 재매입의 과정을 통해 송도IBD
개발프로젝트는 더 이상 단일 시행사에 의해 개발되는 곳이 아닌 다수의 개발업
체가 참여하면서 동일한 공간계획이나 도시의 컨셉이나 개발전략 하에 개발이 

5) 중앙공원이 추가적인 기부체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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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토지 매각 후 개발사업자는 NSIC를 포함하여 10여개로 
늘어난다(표6-2). 
 2010년 NSIC토지 제 3자 매각과 주거와 상업지구 개발비율에 대한 조정과정
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NSIC 의 지나친 시행이익에 대한 조정으로 IRR6) 
12% 가 넘는 금액은 경제청과 나누는 조건을 요구하고 경제청 직원 2명을 GIK
에 파견하기로 한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개발의 지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대외적인 명분과 함께 초국적기업의 과다한 시행이익을 국외
로 가져나가는 것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경우 경
제자유구역법의 개정을 통해 개발시행업자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관
리하고 2013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여 산업정책
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앙 및 지방정부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관련 인허가권을 통하여 개발시행사에 대해 관리적이고 규제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6) IRR : 내부수익률 [內部收益率, internal rate of return] 예측한 장래의 순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 일정액의 투자에 관한 수익률을 말한다. 보통 내부수익률은 “보유기간 중 
투자량에 의해 산출되는 또는 산출될 수 있는 자본의 연 환산수익률”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
은 저당대부 금리, 전체 부동산 투자의 할인율, 순지분투자(equity investment)의 이율 등의 
계산에 유효하다.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는 데에는 ① 투자에 대한 순현금흐름의 액(각 년도 및 
투자회수시의), ② 현금흐름 타이밍, ③ 수익이 예상되는 예상기간, ④당초투자액 등의 데이터
가 필요하다. 그러나 내부수익률은 복수해(multiple yields)의 문제, 규모·시간의 불균형, 이익
률의 크기(극단적 상태), 재투자 가정의 문제 등이 지적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미 알고 있
든가 미리 예측되는 것이라면 모델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구분 토지매각 전 토지매각 후 

시행사 NSIC

NSIC, 오시아홀딩스, IFEZ 
IFEZ아트센터(주)

대덕건설, 포스코건설 
SPH(포스코건설사원주택조합) 

코스트코, 이랜드, 롯데 등

심의기관 IFEZ(인천시) IFEZ(인천시) 

<표 6-2>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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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시행사 변화와 마스터플랜

게일사가 시행사의 대주주가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오너
십이었다. 게일사는 글로벌 설계사인 KPF를 마스트플래너로 지정하여 송도를 
차별화된 국제도시로 설계하였고 당시 설계에 드는 비용에 대해 포스코건설의 
반발이 거셌으나 게일사의 의지로 현 송도의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key 프로
젝트들이 마스터플랜의 설계대로 이행되었다. 중앙공원의 수로나 커낼워크의 수
로 등은 유럽의 주요 도시설계를 벤치마킹하였고 컨벤시아의 경우 태백산맥을 
형상화하여 무주공간으로 설계하여 독특한 전시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입장은 설계비용이나 건설비용 등의 상승에 부
정적이었고 한국적 건설 상황에 맞지 않는 설계라는 비난 등으로 게일사와 갈등
을 빚었으나 게일사의 마스트플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의 자금난과 게일사 내부의 경영진들의 갈등으
로 인한 지분정리 등으로 자체 개발하기로 되어있던 일부 토지에 대한 매각 
(D24블럭) 등으로 초기 마스터 플랜상의 경관과는 다른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였
다. 복합개발 프로젝트로서 수익사업인 주거용 빌딩과 상업용 건물의 개발 비율
에 대해서도 NSIC의 입장은 프로젝트 완료시점에 비율을 맞추면 되는 것이며 
일단 주거용 건물이 들어와 사람들이 살아야 만이 기업도 입주하는 것이라는 것
이었으나, 경제청과 인천시의 입장은 수익사업인 아파트사업 만하고 ‘먹튀’할 거
라는 여론을 의식하여 주거와 상업용지 개발 비욜 및 용적율에 대해 엄격한 이
행을 요구하면서 NSIC는 업무 및 상업용 용지 개발에 따른 공실 발생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수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D24를 포함한 일부 토
지를 매각하게 된다. 매각된 토지들은 IFEZ 의 심의를 받기는 하나 원래의 
NSIC 마스터플랜과는 다른 형태로 개발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D24 블럭을 앞을 지나가면 아쉬움이 큽니다. 원래 마스터플랜에 계획된 
대로 지어졌다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엇을텐데요... 아름다운 건물에 



- 162 -

대한 아쉬움이 크지요” (면접자 3, 2015년 10월 5일)

원래 D24에는 밀라노를 벤치마킹하여 나선형의 2동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토지 매입자인 오시아홀딩스는 아스트로개발을 통해 551세대의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3동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자료 : 송도사업 소개자료(포스코건설, 2006) 등

요약하자면, 토지공급과정과 개발과정에서의 인천시와 시행사이의 거버넌스의 
특징은 초기와는 다르게 인천시는 관리주의적(Managerial) 입장에서 형식적이
고 관료주의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초기 게일사가 이행하기로 한 외자유치
나 상업시설 개발 부진 등을 이유로 페널티성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중앙정부 
역시 경제자유구역 감사활동 등을 통해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은 협력적이고 
합의 도출을 위한 조합주의적인 형태의 거버넌스 형태를 취하지만 개발이 진행

[그림 6-6] D 24 블록 마스터플랜(좌)과 현재 개발상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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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개발환경변화와 개발지연 이슈 및 과다한 시행이익의 해외 유출 우려, 
시행사의 토지전매자로 전략 등등의 과정에서 관리적인 모드의 거버넌스를 택하
고 형식적이고 계약에 근거한 관료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자료 : DiGaetano & Storm 2003을 참조하여 재구성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는 초기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는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 간의 합의도출을 위한 협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나, 프

Governing Task 송도 IBD개발 프로젝트기획
 및 NSIC설립 

토지 매입과 
재매각, 인허가 

기간 1999~2002 2003~2013

Key actors 포스코건설, 게일사
인천시, 재경부,

NSIC, 인천시(IFEZ)
3rd Party developer

Governing logic Consensus building
합의 도출 

Authoritative decision 
making + Reciprocity
권위적결정과 호혜성

Governing relation Exclusionary negotiation 
배타적 협상과 타협

Formal, bureaucratic or 
contractual
갈등과 계약

Governance mode Corporatist Managerial 

주요수단

 초국적기업
경제자유구역지정 

토지 제공
시공능력 

인허가(실시계획 승인)
관리, 감독권한 

토지, 자금  

정치적목표 토지매각
도시개발

토지매각
도시개발 가속화
시행이익 공유

<표 6-3> 프로젝트 주요 활동별 거버넌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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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가 진행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일정지연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부 측은 공식적이고 관리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즉, 장기
간에 걸친 도시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는 고정된 유형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환
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거버넌스  

본 절에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자금조달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
고 프로젝트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
식의 변화가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자금조달 방식이 변화하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동산 자본의 유동화, 증권화 과정과 연계하여 송도국제업무단지 개
발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이 금융지리 연구에서 갖는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1) 송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및 단계별  현황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 보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은 순수 민간 
투자 사업이며, 총 사업비 약 25조로 20여년에 걸친 대형 프로젝트로 신도시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고 최초 납입자본금7)을 제외한 필요자금을 대부분 프로젝
트 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는 ‘신도시복합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송도 개발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서 파이낸싱에 주목하는 까닭은 막대
한 자금이 소요되고,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변
화등에 따라 위험이 커지기도 하고 따라서 투자 자금 회수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Miller & Lessard, 2000). 또한, 대형프로젝트에서 자금
동원 능력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식이나 자금원에 
따라 각 행위 주체 간의 관계나 영향력에 변화가 생겨날 수 있고 이는 또 다시 

7) 게일사의 초기 자본납입금은 15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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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국제적으로 대규모화된 메가프로젝트라는 성격을 띠고 있

기 때문에 지방자본보다는 국제적, 지구적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이 주로 시행된
다(박재욱, 2010).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경우 국내 최대 민간부동산 개발 프로젝
트이고 초국적 기업의 참여로 당연히 국제적, 지구적 자본의 참여가 활발할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대부분 국내 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의 형태로 진행되는 송도프로젝트의 지방적 자금조
달 활동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2002~2005)

2002년 NSIC 설립 당시 설립 자본금을 비롯하여 토지 매입대금 등에 대한 1
차 파이낸싱은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기 보다는 기업대출의 성격
이었다.

자료 : 포스코건설 내부보고자료 (2006) 

시기
주요 내용

금액 용도 대주단

1차
2003.10 9,000만불 1차 토지매입 및 

운영자금

우리은행
ABN Amro Bank

노바스코시아 
한미은행, 기업은행

2차
2004.7 1.8억불 1차 파이낸싱 상환 및 

운영자금

우리은행
ABN Amro Bank
하나은행, 신한은행

3차 
2005.7 1조5천억

2차토지 매입, 2차 
파이낸싱상완 및 

운영자금 등

국민은행, 우리은행 및 
ABN Amro Bank 등 3개 

대주단 외 23개은행 
신디케이션구도 

<표 6-4>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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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NSIC 설립 당시 설립 자본금을 비롯하여 토지 매입대금 등에 대한 1
차 파이낸싱은 엄밀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기 보다는 기업대출의 성격
이다. 포스코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초기 토지 매입과 운영
자금 등을 단기로 차입하여 1년 단위로 상환과 재 차입을 반복하는 단기 고금
리 브릿지론의 형태를 띤다. 1년 만기 상환조건 이어서 엄격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기 어려운 포스코건설의 신용에 기반한 기업대출 이었다. 

이 당시 파이낸싱은 포스코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포스코건설이 신용보강 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적인 부동산 PF 대출 구조와 같이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대주단의 상호약정
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면 시공사는 사업성검토를 통해 사
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권과 
시행사, 시공사의 약정을 통해 신용 보강의 방식, 자금 상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6-7]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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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 2.5조 신한은행 Main PF   
우리은행 등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송도프로젝트에 기존 대출을 해주던 

국내 시중은행들과 송도프로젝트 시장에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였던 신한은행사
이에 PF 경쟁이 발생한다. 이 경쟁 구도에서 신한은행 측이 게일 측에 개발 수
수료(development fee)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게
일사측 경영진 주도로 새로운 PF가 추진된다. 기업을 유치하여 업무시설을 개
발하려던 당초 계획의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2007년 초 NSIC는 수익성이 높은 
주거용 프로젝트와 업무시설을 묶어서 주거용 프로젝트의 수익금을 업무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의 링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
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으로부터 2.5조 신디케이
션 PF를 추진한다. 이 결과 신한은행은 운영사인 GIK에 CFO와 상주직원을 파
견하여 대주단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토지매각 등을 통한 조기 상환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대주단 측의 
압박은 시행사로서 NSIC 가 자체적인 전략 수정이나 시행이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를 가져왔다. 

[그림 6-8] 2007년 신한은행 2.5조 PF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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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업지연으로 NSIC는 기존 금융약정의 
만기도래와 함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포스코건설에 신용보강
을 요청하게 되고 포스코건설은 신용보강과 지급보증, 자금 보충 약정 제공 등
을 조건으로 2010년 12월 30일 NSIC는 2.5 조 대주단과 상환만기를 연장하고 
초기 상환비율을 축소한 금융약정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기간 불황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NSIC 의 자금수지 악화 심화로 막대한 미지
급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8)

(3) 2013년 2.27조 패키지 PF 재구조화  
시장 금리인하와 사업진전에 따른 유동화 가능한 자산의 증가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NSIC 와 주주인 포스코건설은 2013년 말 2.27조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구조화한다. 2013년 12월 16일 외환은행을 ‘사업대리은행’ 으로 하
여 SC은행, 교보증권, 대우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
증권, 현대증권 등 9개사가 참여하여 PF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투자사로는 증권
사외에도 동양생명,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와 은행 신탁 등이 참여했다. 

이와 같은 PF 재구조화는 송도프로젝트가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NSIC 보유 일부 자산의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개발
형 부동산의 증권화는 우량 임차인의 확보가 예상되는 등 개발과 관련이 있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방법에 의해 
건물완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 수익 창출 부동산과 개발물건을 조합시키는 
방법에 의거하여 개발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경우나 공적기관의 보증과 같은 
일정한 신용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김용창, 2001).

NSIC 와 새로운 대주단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총 6개의 패키지를 통해 총 
2.27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시행하는데 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담보부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ABS), 자산담보부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전자단기사채 (Asset Backed Short-Term 
Bond, ABSTB), 자산유동화대출(Assset Backed Loan, ABL)등 다양한 자산 유

8) NSIC 내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약 5천억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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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방식9)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러한 PF 재구조화를 통해 NSIC는 만기
가 3년 남은 기존 신한은행 등 13개 금융사와의 기존 2.5조 대출을 전액 상환
했다. 

출처: 한국의 부동산금융 (손재영, 2008)

“...NSIC는 기존에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6.5% 수준의 고금리 은행권 PF 대
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 금리가 하락한데다 
사업이 진척되면서 유동화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 구조화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모색했다. 사업 내용에 밝은 포스코건설이 담보별로 6개 
패키지로 나눠 직접 유동화 구조를 만들고 은행과 증권사로 주관단을 구성
했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금 조
달이 완료되면 NSIC는 기존 PF대출을 상환할 계획이다. 구조화금융의 평
균 금리는 5%대 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존 PF 대출에 비해 1~1.5%의 
금리 절감이 예상된다. 연간 250~340억 원 수준의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9)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자산유동화 제도인 자산담보부증권 (ABS: Asset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의 유동
화 및 증권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림 6-9] PF ABCP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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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조달 평균 만기가 4년 정도인 것으로 고려하
면 사업 기간 동안 1조~1조 2000억 원 규모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The Bell, 2013년 12월 16일)

이와 같은 시장의 경제적인 평가와 함께 NSIC는 2013년 2.27조의 파이낸싱 
재구조화를 통해서 일부 여전히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중요한 패키지가 존재하긴 
하나, 이전의 자금조달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권이나 시공사의 영향력으
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시장에 의존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의 입장에서도 이번 파이낸싱 재구조화
를 통해 여전히 주요 시공사로서의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일부 패키지에서는 지
급보증이 없는 덕분에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송도국제업무
단지 개발프로젝트의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내부 뿐 만아니라 국내외 금융 산업
과 경제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다이나믹을 보이고 있다. 

2.27조 파이낸싱은 담보의 성격에 따라 총 6개의 패키지로 나눠서 다음과 같
이 신디케이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패키지1(2900억 원)은 미분양 상태
인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을 맡아 
인수단과 함께 매입약정을 제공해 4%대 초반의 금리로 ABCP와 ABSTB 투자자
를 모집하고 있다. 패키지2(3000억 원)는 송도그린아파트 1~3차 아파트의 분양
수입금을 담보로 한다. 담보 관련 사업장은 2014~2015년 준공 예정이다. 대우
증권이 주관을 맡아 주로 ABSTB로 기관투자자와 개인에게 팔 계획이다. 금리
는 4%대 초반이다.패키지3(3200억 원)은 현재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2017~2018년 준공 예정으로, 현대증권이 주관을 맡아 
4%대 초반 금리의 ABS로 발행한다. 패키지4(3600억 원)는 2017~2018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주택 건설용 토지가 기초자산이다. 사업 시작 전에 
자금이 지원되는 일종의 브릿지 PF로 2년 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보
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지급보증을 제공해 5%대 중후반의 ABCP와 ABSTB로 
유동화한다. 패키지5(4000억 원) 또한 2년 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주상복합 용지
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브릿지 PF다. 2019년 준공 예정이다. SC은행이 일부를 
대출하고 나머지는 KB투자증권 등이 지급보증을 제공해 ABCP와 ABSTB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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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된다. 금리는 5%대 중후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패키지6(6000억 원)은 준공 
완료된 업무 및 상업용 시설과 기타 용지를 담보로 한다. 외환은행이 주관을 맡
아 자산유동화대출(ABL)과 ABCP, ABSTB 등으로 유동화했다. 금리는 트랜치
(tranche) 별로 5.23%, 5.9% 및 4.16% 로 결정됐다

자료 : NSIC 내부자료 재구성 

(4) 송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장기간의 프로젝트에서 3차례의 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초기 토지 및 사업권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이용하던 방식

항목
대출금액

(억원)
기초자산 대주단 상품 금리 만기일

package 
1

2,900 오피스텔 및  아파
트상가(미분양)

현대증권 외 
2개 기관

ABCP
(ABSTB)

4% 초반
2017.

12
package 

2
3,000 송도그린아파트

 (분양수익금)
대우증권 외 

1개 기관
ABCP

(ABSTB)
4% 초반

2014.5
~2016.3

package 
3

3,200 공동주택(분양중)
현대증권 외 

4개 기관
ABS 4% 초반 2018.1

package 
4

3,600
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2년 내 사업진행)

교보증권 외
4개 기관

ABCP
(ABSTB)

5% 
중후반

2019.12

package 
5

4,000
주상복합용지

(2년 이후 
사업진행)

SC은행 외
7개 기관

Loan/ABCP
 (ABSTB)

5% 
중후반

2016.12

package 
6

6,000 업무시설/기타용지 
외환은행 외 
 4개 기관

ABL/ABCP
 (ABSTB)

트랜치1 
(5.23%)
트랜치2
(5.9%)

트랜치3 
(4.16%)

2016.12
/

 2018.6

총인출액 22,700

<표 6-5> 2013년 2.27조 프로젝트 파이낸싱 



- 172 -

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증권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초기 토지 
담보와 시공사 신용보강의 방식으로 포스코건설  주도로 이루어진 우리은행 PF
는 건설사의 일반 CDC10) 대출과 크게 다를바 없었으므로 엄격한 의미의 PF 라
고 보기 어렵고 단기 차입이 되면서  파이낸싱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2007년 신한은행을 대주단으로 하는 2.5조 PF는 사업의 담보는 프로젝트의 현
금흐름이긴 하나 여전히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부수적으로 운
영회사인 GIK 내부에 신한은행 임직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NSIC의 운영과 개
발 프로젝트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경과에 따라 NSIC 자산의 속성 변화와 리스크의 변화 등으로 재
구조화한 2013년도 2.27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미는 PF의 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증권화가 진행된 사례로 다음과 같
은 의미가 있다. 우선, 송도 개발 초기에 토지매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은행권
에서 빌린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다. 공사가 70% 가량 진척되면서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해 조달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됐다. 초기 일반 기업 담보 대출에서 벗어나 자산의 속성에 
따라 다른 금리와 조건으로 구성하여 투자자를 모집 이자비용을 줄이게 된다. 

다음으로 은행 일변도의 자금 소싱에서 증권사의 참여로 은행의 영향력이 줄
어들었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과 합작해 송도국
제개발도시유한회사(NSIC)를 설립한 이후 자금 조달을 전적으로 은행에 의존했
다. 2007년 11월에 받은 신디케이트론도 신한은행이 주관했다. 은행들은 내년 
만기에도 NSIC가 ‘롤 오버(만기 연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
었다. 대형 은행 관계자는 “최대 채권자인 신한은행이 만기 전에 일부라도 대출
금을 갚으라고 NSIC를 압박해왔다”고 말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를 담보로 잡힌 
탓에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졌었다고 한다. 개발업체 입장에선 분양이 안 되면 
임대를 주거나 개발이 미진한 토지는 따로 매각하는 등 전략의 수정이 전략이 
필요한데 담보권자 이자 채권 회수가 최대 목표인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전략 수정이 어려워 번번이 갈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였었다. 

10) 일반 건설업의 토지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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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27조 PF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장 금리인하와 금융권내의 은행권과 
증권 보험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있던 토지 및 사업권에 대한 시행사의 개발전략 수립에서의 탄력성이 높아
지게 되었다. 부동산자산의 유동화로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이 강
해지게 되었다. 은행과 증권업계의 경쟁구도로 시행사는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
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2,27조 패키지 PF는, 프로젝트 진전에 따라 유동화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에 기초하여 ABS와 ABCP방식을 병행한 PF 재구조화로 
기존 고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상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전략 구상
에서 은행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배고픈 증권사’들이 ‘배부른 은행’들을 위협하고 있다. 은행들의 텃밭이
던 부동산, SOC(사회간접자본), M&A(인수·합병) 금융 시장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서다. 포스코건설의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용 
대출금 차환(리파이낸싱)을 7개 증권사들이 맡기로 한 것은 이같은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포스코
건설이 각본을 짜고 주연을 맡기는 했지만 이번 ‘작품’의 최대 조연은 증
권사다. 이들은 ABCP, ABS를 인수한 뒤 약간의 마진을 얹어 자본 시장에 
되파는 방식으로 NSIC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다. 7개 증권
사엔 시중은행 계열을 제외한 중대형 증권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산 유동화는 증권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이라며 “각 증권사별로 많게는 2000억원 정도를 소화하는 것이어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자기자본을 확충한 대형 증권
사들은 자기 계정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
동산 금융 시장에선 이미 증권사들이 은행 턱밑까지 추격했다. PF업계 관
계자는 “잔고 기준으로는 5대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신규 물량
을 기준으로 하면 증권이 9대1로 앞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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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송도개발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의 특징으로 프로젝트 진
행에 따라 기업대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자금
원도 은행일변도에서 보험이나 증권사등을 통한 증권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자
본시장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부동산의 증권화와 유동화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F 활동의 공간적 스케일은 3차례의 PF 모두 국내 
금융권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 지방과 국가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일반 담보 대출 형태를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
기 시작했으나 주로 ABS, ABCP 방식으로 단순한 방식에 머물려 있는 실정이
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거버넌스 

이상에서 살펴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는 프로젝트 거버넌스에 영
향을 주게 된다. PF 방식의 변화에 따라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대주단들의 
관계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 역시 변화하게 된다. 우선, 초기 
PF 시기에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 기업으로서 포스코건
설의 국내 입지와 개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거나 지급보
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은행의 대출을 끌어들이는 데 포스코건설의 영향력이 컸
을 것으로 예측된다. 

2차 파이낸싱 시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대주단을 변경하고 리파이낸싱 
하는 과정에서는 NSIC의 대주주인 게일사는 시행사 내 포스코건설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키고자 한다. NSIC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던 GIK 국내 대표 자리를 없
애고 게일측 담당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등 NSIC 나 운영사인 GIK내부에서 포스
코건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포스코건설은 시행사 내의 의사결정 
권한보다는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대신 시공권에 대한 확보에 주력한다. 초기 게
일사는 시공사 선정에서 포스코건설 외에도 대우나 GS 건설에 시공권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PF 진행 후 신한은행 출신의 CFO 파견(2명) 등 시행
사 및 운영사(GIK)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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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신한은행의 만기연장 시 포스코건설은 신용보강 및 지급보증 등의 역
할을 수행하면서,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은 NSIC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
족수를 이사 5명 중 4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바꾸어 포스코건설의 비토권을 확
보한다. 또한, 운영사인 GIK의 이사 비율을 게일사 3명과 포스코건설 2명에서 
포스코건설 3명과 게일사 2명으로 바꾸는 안을 합의하다. 또한, CEO 선임권을 
포스코건설이 가져가는 등의 시행사 내부의 포스코건설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
해 나가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이 과정에서 NSIC가 발주하
는 모든 공사의 시공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 파이
낸싱 과정을 통해 이사회 의결권을  포스코건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프로젝트 
내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결과로 시행사의 
corporate governance 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지급보증과 프로젝트 위험의 증가로 포스코건설의 신용도가 낮
아지자, 2013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소싱하게 되면서 이는 포스코건설의 
시행사 내부의 의사결정권에 어느 정도 약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측 된다11).

4.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초기 프로젝트 기획과 프로젝트 회사설립과 그리고 토지공급과정
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께 자금조달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개발 
거버넌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프로젝트의 단계별 주요 목표에 따라 주요 행위주체간의 형성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성격은 달라진다. 프로젝트 과정상 중요한 이행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주요 행위주체간의 이해관계가 조성되고 그에 따른 거버넌스구조가 형성된다. 
초기 프로젝트 합의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각 행위주체들이 가진 

11) 2015년 초부터 게일사는 2010년의 포스코건설의 시행사 내부 의사결정권의 변경에 대한 법
률검토를 김앤장 법무법인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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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성립 시킬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거버넌
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인천시 공무원과 게일사, 그리고 포스코건설의 임원들 
간에는 협력적이고 합의 도출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개
발 이행과정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갈등구도가 형성되면서 
거버넌스의 형태도 달라진다. 민간과 공공간의 거버넌스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이
며 계약에 기반하여 협상과 의사결정이 진행되며, 민간기업간의 이해 충돌에 대
해서 IFEZ나 중앙정부는 소극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 및 부동산 개발
에 필요한 토지공급과정에서는 NSIC와 인천시 간의 이해관계가 주를 이루는 거
버넌스 구조가 형성된다. 2003년 인천시는 마스터 디벨로퍼로서 NSIC 에게 단
계별로 토지를 공급하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면서 송도개발의 일정지연과 약속한 외자유치 
및 기업유치가 부진하자 인천시는 NSIC 로부터 토지를 재 매입한다. 이 과정에
서 인천시는 중앙정부기관인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법률
개정을 기반으로 매각원가와 이자, 세금 등만을 지급하고 과도한 시행이익의 국
외반출을 제한하는 합의서를 체결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는 시행사인 
NSIC 가 과다한 시행이익을 국외로 유출할 수 있다는 여론 등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시 개발사업의 거버넌스에서 참여하여 조정과 관리의 역할
을 강화하게 만든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는 세 차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각 단계별 PF의 성격이 달라진다. 초기 해외투자 유치를 목표로 했던 측
면에서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 자본이 송도에 투자를 하였으나 소규모에 그치
고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프로젝트 후반부에 들어서
서 자산의 유동성의 증가 등으로 일반 은행 대출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을 조달하게 된다. 즉, 자산의 유동성 증가로 프로젝트사업권을 담보로 제공하
지 않게 되면서 개발 전략 구상과 자금동원방식이 선진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초국적 메가프로젝트이나 여전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은 지방자본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방식
도 증권화와 유동화 측면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미숙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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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싱과 거버넌스와의 관계의 특징에서는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이며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사의 주
주사인 포스코건설과 게일사 뿐 만 아니라 파이낸싱에 참여한 금융기관들도 개
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시행사의 내부 조직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회사 운영 및 의사결정구조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시행사내의 지분 구조상 불리한 의사결
정권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요구되는 시공사의 신용보강 등의 행위로 강화해
나가는 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는 하
나의 형태로 고정된 거버넌스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단계별 이슈와 파이낸싱 방
식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송도개발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기획단계의 협력적 형태에서 개발과정에서의 관리적이고 계약적 형태의 거버넌
스와 파이낸싱 과정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활동 등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와 이슈 등에 따른 다르게 변화하는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도 프로젝트 
초기 고금리의 단순 기업대출이나 건설금융 등에 의존하다가 최근 프로젝트 내 
유동화 할 수 있는 자산의 증가로 증권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그
에 따른 시행사 내부 거버넌스도 영향을 받게 되어 공간경제와 금융의 통합이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내부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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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이 참여하여 국내
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메가프로젝트의 배경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주체들 간에 형성되는 이해관계와 갈등구도를 중심으
로, 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형성 배경과 주요 
프로젝트 과정 및 주요 활동과 행위주체들의 역할 등에 주목하여 송도국제업무
단지개발의 초국적 개발 프로젝트로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 행
위주체간에 형성된 이해관계와 갈등구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활동인, 프로젝트 기획과 토지 공급 및 매각과정과 파이
낸싱 과정에서의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초국적 개발시행사와 국내 외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20여년에 걸친 장기 도시개발 프로젝트
이다. 프로젝트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과거 발전주의 국가시대의 
SoC, 신도시 개발 등의 대형 개발프로젝트들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국내외 민간 기업들이 주요 행위주체들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개발거버넌스 구조에서 주요 행위주체간의 
이해관계와 파워시프트가 발생하는 등 이행 단계별로 개발거버넌스 구조가 변화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역할과 기능의 변화
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법과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 초국적기업과 민간 기
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메가프로젝트의 이행에서 
세계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은 국가의 쇠퇴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방향을 효
율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과 역



- 180 -

할, 즉,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라는 지위를 부과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으로 초국적기업이나 자본의 참여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어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나 송도국제업무단지의 경우, 국
내 기업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외국기업을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세계화와 도시개발의 관계에서 초국적 
자본이나 기업의 우월성이나 로컬의 소극적 대응으로 설명하기에는 다른 변수들
과 행위자들의 내재적 욕구와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초국적 자본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세계화가 도시화로 자동적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니며, 초국적 
자본에 의한 도시화 내에도 단순한 자본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다른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토지이용 내용과 프로젝트들의 특징에서도 국제도시로서 초국적 기업과 
자본의 유치와 종업원들의 정주공간을 위해 차별화된 프로젝트들이 시행사의 주
도로 개발되고 있으나 이들 공간은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자본가 계층이나 고급
관료들의 공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이중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송도국제
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형성은 초국적 자본의 일방적 경제적 요구에 의해 성
립되었다기 보다는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이 주요 행위주체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선 참여자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포스코건설과 
초국적 기업인 게일사와 국내외 파트너사들까지 지방과 국가적, 글로벌한 스케
일의 활동 범위를 가진 행위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주요 행위자들 사이
에는 이해관계 및 갈등구도의 형성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요 갈등 축을 이루는 것은 프로젝트사 내부의 출자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로서, 양 사는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어 송도를 개발하고 있으나, 초기 프로젝트 
기획단계의 협업 기간을 제외하면 포스코건설이 가진 시행사와 시공사라는 이중
적인 입장으로 인해 프로젝트회사인 NSIC 내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
인 갈등을 촉발하게 한다. 한편, 초국적 시행사인 게일사는 초국적 생산자서비
스 업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국내 다른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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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
째 갈등의 축은 프로젝트 시행사인 NSIC와 인천시/IFEZ 와의 관계이다. 이 둘 
사이에는 송도국제업무단지를 성공적인 국제도시로 개발해야한다는 공동의 목표
가 존재하나 그 시행과정에서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갈등과 함께 개발일정에 대
한 준수, 정부 측 입장에서 초국적 기업의 과도한 시행이익의 국외유출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 등으로 각기 보유한 권력수단을 통해 협상과 타협을 지속하고 
있다. 세 번째 갈등구도는 프로젝트에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시행사 
사이에서 나타난다. 기본적인 대출과 원리금 상환의 구도이나 대형 메가프로젝
트가 가진 리스크의 크기와 프로젝트 외부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금융권 내
부 경쟁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단계별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주요 행위주체 및 
주요활동 측면에서 다중스케일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 시행사의 대주
주인 게일사는 미국 보스톤에 기반을 둔 부동산 서비스업체로 송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국과 한국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들과의 네트워
크를 통해서 로비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KPF와 같은 글로벌 생산자 
서비스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송도를 국제적 수준의 도시로 설계, 개발하
고자 한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업체로서 송도사업을 위해 미국의 게일사를 파트
너로 발굴하고 서울 강남의 본사를 송도로 옮기는 등 사업기획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시공사로서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방과 국
가적, 초국가적 활동을 전개하는 다중스케일 행위자로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
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인천시도 프로젝트 초기 기획단계와 마케팅 단
계에서 초국적 행위자로서 기능하였다. 주요 활동 측면에서는, 초국적 기업이 
대주주로 시행에 참여하면서 초기 마스터플랜과 도시마케팅 활동 측면에서 초국
적 특성이 나타난다. 글로벌 생산자 서비스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면서 
도시계획과 경관적인 측면에서 국제수준을 지향하게 되었고 주요 프로젝트에 반
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 마케팅 활동 측면에서는 초국적 기업인 게일
사의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송도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원에서는 주요 PF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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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하게 되면서 초국적기업이 참여하였으나 자금조달은 여전히 국내 지방적 
자본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 번째로, 주요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이 변화하여 나
타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과정상 중요한 이행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주요 행
위주체간의 이해관계와 갈등관계가 조성되고 이를 해결하여 프로젝트 목표를 달
성하고자 하는 거버넌스 과정이 진행된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기
획 단계에서 정부는 매립한 토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었고 포스코건설과 게일사
도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였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익
을 위한 이들만의 배타적인 연합이 형성되게 된다.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에서도 초기 기획단계에서 인천광역시시장과  포스코건설과 게일사 임원 등과 
같은 비즈니스 엘리트와 지방정부 간지의 매각과 그의 협상과 타협과정을 통해 
개발 필요한 조건들이 상호 교환되고 프로젝트가 성립된 것이다. 이처럼  NSIC 
설립 초기 단계에는 다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거버닝 목표가 존재했
고 이 시기의 주요 거버닝 방법은 협상과 타협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의 송도IBD 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Digaetano 등의 거버넌스 구조
와 유형을 적용한다면  조합주의 고객주의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도시 및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토지공급과정에서는 NSIC와 인천
시 간의 이해관계가 주를 이루는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된다. 인천시는 NSIC 에
게 단계별로 토지를 공급하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송도개발의 일정지연과 약속한 외자유치 및 기업유
치가 부진하자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NSIC부터 토지를 
재매입하고 추가 개발시행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중앙정부기관인 감사원의 경제자유구역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매각원가와 이자, 
세금 등만을 지급하고 토지를 재매입하고 과도한 시행이익의 국외반출을 제한하
는 등 초반의 인센티브 제공기조에서 규제와 관리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앙 및 지방정부는 초기의 협력적이고 합의적인 거버넌스 방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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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계약에 근거하여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입장에서 관리 감독과 조정의 역
할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는 세 차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PF 방식과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프
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 초기 단순 기업대출 방식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을 도입하게 되나, 초국적기업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주요 파이낸싱은 
국내 자본에 의지하는 지방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초기 해외투자 유치를 목표
로 했던 측면에서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 자본이 송도에 투자를 하였으나 소
규모에 그치고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프로젝트 후반
부에 들어서서 자산의 유동성의 증가 등으로 일반 은행 대출이 아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즉, 자산의 유동성 증가로 프로젝트사업권을 담보
로 제공하지 않게 되면서 개발 전략 구상과 자금동원방식이 선진화 되었다는 것
이다. 요약하면, 초국적기업이 참여한 메가프로젝트이나 여전히 프로젝트 파이
낸싱 방식은 국가적 수준의 자본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
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방식도 증권화와 유동화 측면에서 다른 금융상품
에 비해 미숙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의 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에서는 부동산 금융화와 함께 금융자본과 
공간자본의 통합의 사례로써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금융지리의 연구사례로써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공간과 금융의 통합 관계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변화는 시행사인 NSIC 내부 경영진 및 이사
회 구성과 같은 기업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행사인 NSIC 의 경우 미국계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건설의 합작법인
으로 이사회를 주요 의결기관으로 하여 이를 통해 각종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
다. 그러나 형식적인 이사회의 의결 전에 많은 경우 사전 주주사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해 사전 조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경우 시행사의 주
주인 동시에 시공사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합
작법인으로서 국내 기업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게일사에 전달하는 창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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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NSIC 주주사인  게
일사와 포스코건설의 양 사 간 에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과정은 프
로젝트의 이행과정에서 따라 주변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 외부 변화와 양사
의 내부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즉, 프로젝트 환경의 변화
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권력수단을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행위주체로 
권력의 이동(Power Shift)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로젝트 환
경 변화에 따라 주요 쟁점을 선점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행위주체가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고 그 구조 안에서 주요 의사결정자로 활동한다.

요약하자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의 거버넌스구조의 특징은, 우선 
기업가적 도시정부와 초국적기업이 프로젝트 기획과 도시개발프로젝트의 완성이
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단계 및 이슈에 따라 조합적이고 관리적인 거버넌
스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관리 운영에 따른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층적 거버넌스, 초국적 기업과 국내기업사이의 SPC 이사
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적인 체계를 가지며 이는 
단계별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송도 메가프로젝트의 거
버넌스는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내 외부 환경 변화와 이슈의 변화에 따라 참
여주체와 거버넌스 유형이 변화하는 비 정형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다.

본 연구의 사례인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는 전통적 메가프로젝트와는 
다르게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며,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체
의 활동과 지방정부기관, 금융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과거 정부주도형 
메가프로젝트의 실행구조와는 차별점을 보인다. 부동산의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
기업과 자본이 국내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다양한 도시개발 전략과 파이낸싱 방
식을 도입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러한 과정
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간기업과 도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과정, 국내외 기업 
간의 갈등과 협상과정, 도시개발사업자와 금융권의 갈등 등 주요 프로젝트의 쟁
점들이 협상과 협력, 주요 행위주체들의 권력수단의 활용 등의 거버넌스 과정을 



- 185 -

통해 프로젝트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동남아 주요국가와 인도,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도시에 필요한 주거단지와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대규
모 자금이 필요하며 초국적 기업과 자본의 흐름은 이들 나라로 움직이게 될 것
이다. 한편, 이들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압축성장과 도시화의 경험을 중
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FEZ의 송도지구와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례는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기업의 참여로 로컬에
서 행해지는 도시 및 부동산 개발프로젝트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리스
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행위주체들의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이해는 도시개
발프로젝트의 성패 및 새로운 공간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즉, 세계
화 시대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진행 될 도시
화 흐름 속에서 각 국가가 가진 제도적 문화적 특징들이 초국적 자본 및 기업들
과 결합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또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주요 행위주체들이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과 특징은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해 온 지리학의 중심 연구주
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프로젝트 
이외에도 다른 유사 사례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세계화 시대의 초국적 도시개
발의 국가 간 지역 간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고 부동산의 세계화와 초국적 금
융자본들의 공간적 특성과 연계하여 금융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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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for a transnational mega 

project 
: A case study of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Jeongwha Huh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for a transnational mega urban development project 
against the backdrop of globalisation and neoliberalism. This 
study deals with the case of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IBD),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South Korea. 
Focusing on the dynamics of main stakeholders, such as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 private transnational developer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ses their relationship and 
nature of conflicts changing according to the project phases and 
major event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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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various private actors including transnational enterprises 
as well as traditional public actors participated in Songdo IBD 
projects, which strikes a contrast with similar mega projects in 
the past. For instance, public actors pursued efficiency and 
consensus with partners, which conventionally emphasized strong 
leadership. Besides, the local government, Incheon City and local 
private enterprise, POSCOENC play more active roles in seeking 
and inviting partners for the project as multi-scalar actors. 

Second, various conflicts over the project occurred between the 
governments and the developer, New Songdo International 
City(NSIC), between POSCOENC and Gale International, and 
between NS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project proceeded,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modes also varied. At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major stakeholders tried to reach consensus 
to launch the Songdo IBD project. They formed a corporative 
governance. However, at a later stage major stakeholders relied 
more on formal and contractual activiti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law. It was because of the delay of the project and low 
performance of the developer resulted from the change of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roject such as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ird, major actors in this project largely played multifaceted 
roles crossing the local, national and supra national level. For 
example, POSCOENC is a local company, but it also participated 
in transnational activities of seeking and evaluating global 
partners when the Songdo IBD project launched. POSCOENC also 
coordinated with other actors on behalf of NSIC as a joint 
shareholder. Gale International played a role of a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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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 not at the local level but also at the national and 
global level in the field of planning and city marketing.

Fourth, as the project proceeded, the feature of project 
financing (PF) also varied. In the beginning, it depended on 
bridge loan. Later it changed into securitiz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ing degree of liquidity of holding assets. The experience of 
Songdo IBD is an interesting case demonstrating the influence of 
PF on project governance and project company’s corporate 
governance.

Songdo IBD development project is an intriguing case, showing 
the multifaceted roles of various actors such a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transnational enterprises and the formation of the 
governance between them. An important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a mega project governance is formed and 
how it influences urban development and spacial structure. 

Keywords: Mega project, Governance, Neoliberalism,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IFEZ, Multi-scalar actors, Project 
financing, Financial geography  

Student Number : 2008-3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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