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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논문제목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실패요인 연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민간의 주도에 의해 개발이익이라는

동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은 계획규제 및.

인허가를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도.

시지역내 대규모 이전적지 등의 유휴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높은 파급효과,

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부

문이 실질적인 사업의 한 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발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부문과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공공부문간

개발목표의 불일치와 역할 분담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민관협력형

개발사업들이 지연 또는 좌초되고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전되고 있다 그러.

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동산 경

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장의 실패라고 진단을 하고 있을 뿐 공공

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년 월 일 도시개발구역이 최종 해제되어 사업이 무산2013 10 10

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민관협력형 도시,

재생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간 고비용 복잡한 이해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도시. , ,

재생사업에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부문의 예측가능성과는 다르게 공공부

문은 어떤 동기에 의해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러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엄청난 파급효과에 비해 사례가 많지 않고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틀이 정립되.

어 있지 않아 선행연구들에서는 사업의 추진과정을 나열하고 그 과정속에서

나타난 이벤트들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틀로서 게임이론

을 활용하였다.

게임이론은 여러 주체가 각자의 유인구조 에 따라 의사결정을(Incentive)

하게 되는 상황을 게임으로 가정하고 상호의존성과 개인적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

정을 다양한 행위주체들간의 의사결정과정들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게임이론을 통해 해석한다 그리고 각 의사결정과정들 간의 상호 연.

관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패요인을 도출하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주요 참여주체는 토지주인 코레일 사업시,

행자인 드림허브 피수용자인 서부이촌동 주민 그리고 서울시이다 사PFV, , .

업의 추진과정은 크게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서울시와 코레일의 협상을3

거쳐 통합개발이 결정되는 단계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및 주관사 사업철,

수 단계 그리고 토지주인 코레일의 본격적인 사업참여 및 사업구역이 해제,

되기까지의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코레일의 정비창 부지 단

독개발하려는 코레일과의 협상을 통해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는 통합개발정

책을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서 코레일은 계획규제 완화를 통해 토지가치를.

극대화시키게 되었으며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결과를 얻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코레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토지가격 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외부적

경기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나빠졌고 이를 만회하고자 토지주와 인허가청에

지원을 요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에 실패하고 사업주도권을 반납하였

다 코레일은 공기업의 특성상 토지가격을 조정할 수 없었고 서울시는 코레.

일과의 협상과정에서 조례상 최대의 용적률을 부여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적 지원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의 서울시와 코레일의 협상

은 외부의 불확실에 대응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은 잘못된 협상결과였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부이촌동 사유지에 대한 보상작업이 지연되면서 사

업추진이 어려워졌는데 보상게임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의 우월 전략인 추가보상 전략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최적대응은 사업반대전

략이었고 보상위탁을 받은 서울시 공사 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SH )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를 더 강화하게 만들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업단계별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동기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을 더 어렵게 만

들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함의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민관이 참여하

는 게임속에서 공공부문은 게임의 룰을 관장하고 때로는 결정하기도 하는

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동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정책을 결

정 집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게임이론은 복잡한 도시재생사업의 의사결정을 예측하고 결

과를 분석하는 틀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의사결정상황에

부합하는 게임이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

다고 할 것이다.

주요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게임이론 민관협력: , , ,

학 번 : 2009-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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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1.

현대사회가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딜레마적인 상황과 이해집단간의

적대적 갈등 그리고 사회구성원간의 불신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로

부터의 이해와 협조가 선결조건이 되고 있다.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엘리트나 전문가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다원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많

은 이슈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도 부동산 가격의 끊임없는 상승 신화를 전제로

만들어졌던 사업추진 패러다임과 이를 지지해온 정책과 제도 역시 그 수명

을 다해가고 있다 최근 수년간 도시재생 정책들의 연쇄적 실패는 이를 증.

명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거의 실패한 도시재생 정책의 수습과 새로운 도시

재생 패러다임의 도입을 위한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통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민간의 주도

로 개발이익이라는 동력을 통해 추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은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통해 추진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쳐왔다 그러나.

도시지역내 대규모 이전적지 등의 유휴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높은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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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

공부문이 실질적인 사업의 한 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과 공익을 우선시 해야하는 공공부문간

개발목표의 불일치 및 모호한 역할 분담에 의해 대부분의 민관협력 사업들

이 지연 또는 좌초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크게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동산 경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장의 실패라고 진단을 하

고 있을 뿐 공공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년 월 일 최종 구역해제고시되어 사업이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2013 10 10

구 개발사업1) 이하 용산개발사업 은 민관협력형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 ”)

대표적인 사례로서 사업이 최종 무산됨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손실

을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갈등을 관리해

야 하는 공공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왔다 특히 도시재생 차.

원에서 과거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재산증식 및 부동산 건·

설시장 확대라는 민간의 이익이 합치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공

익개념의 변화 도시재생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거,

버넌스의 구성 등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과 패러다임의 부재를 여실

히 드러낸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 유사한 시기에 추진되었던 청라국제업무타운 은,

평 알파돔시티 수원광교 에콘힐 인천 용유무의 에잇시티 등 지난 년, , 2000

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기에 추진된 수도권의 초대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싱 개발사업들 일명 민관합동 역시 연이어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상태에( PF)

접어들고 있다 각자 사이트도 다르고 추진주체의 구성이나 추진과정도 다.

소 차이가 있지만 민간이나 공공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민관합

동의 형태로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의 토지와 민간의 자본 및.

1)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2013.10.10. 2013-333 . “
해제 고시 공람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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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결합하여 적기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으나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이나

영국의 도시재생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실패를 통한 경험과 교훈이 축

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들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겪어왔.

지만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각 국가의 환경에 맞는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제

도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각 도시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성장시켜왔다.

주택공급과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전통적인 공익성 개념

이 점차 일자리 창출 민간자본 유치 등의 경제개발 등으로 확장되어 갔던,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용산개발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이라는 공,

익성을 주요인으로 추진된 최초이자 기념비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 있

으며 용산개발사업의 사례는 본격적인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 우리나라 도,

시들의 도시재생정책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속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전제로 수립된 도시

재생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한다 용산개.

발사업은 도심내 대규모 유휴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개발

이익의 대부분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해야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달리

공공의 도시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적 융통성과 충분한 개발이익을 통

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등 보다 도시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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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도시

전반에 대한 영향력에 비해 추진 사례가 많지 않고 사회적 제도적 지역적, ,

특성으로 인해 해외 사례의 직접적인 비교도 쉽지 않아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민관협력형 복합개발사업은 실패로 귀

결되고 있다 해외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Battery Park

런던의 의 경우에도 큰 실패를 경험한 이후 정상화되었City, Canary Wharf

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용산개발사업의 결과를 실패로 단정짓기보다는

향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과정이나 결과

를 모니터링하는 분석틀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은.

그 사례가 많지 않고 각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량적인 분석은 물론

체계적인 분석도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들.

을 살펴보면 사업의 추진과정을 추적한 이후 다소 추상적인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의사결

정에 대한 유인기제 가 서로 달라 같은 틀 속에서 비(Incentive Mechanism)

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관이 참여.

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난항을 겪거나 실패하는 사례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도시계획측면에서의 적절한 교훈이

무엇인지 왜 실패하거나 지연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찾아내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윤추구라는 확실한.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은 공익성이

라는 추상적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공익에 대한 인식이 도시

개발정책에 어떠한 형태로 투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성과가 보고

된 적은 없다.

사례로 선정한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의 경우 최종 사업무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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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손실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평온했던 서부이.

촌동 지역은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공공의 정책을 신뢰했던 수많은 주

민들의 빚더미에 쫓기게 되었으며 부채감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코레,

일의 경우에는 수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떠안을 위기에 처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정작 통합개.

발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막대한 세입을 확보하였음에도 사업추진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음에도 정치적으로 그 책

임소재를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산개발사업이 실패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민간부

문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실패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장기간 고비용 복잡한 이해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 ,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부문의 예측가능성과는 다르게 공

공부문은 어떤 동기에 의해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러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현재까지 관련.

된 연구결과나 사회적 평가는 다소 흐릿하고 막연한 상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판단이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실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2

연구의 범위1.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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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서 시간적으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기획되기 시작한 년부터 도2006

시개발구역 해제고시가 이루어진 년까지 약 년간이며 공간적으로는 코2013 7 ,

레일의 공작창부지 및 통합개발을 통해 구역에 편입된 서부이촌동 일부 지

역 장 참조 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3 ) .

연구의 주요 내용2.

연구의 주요내용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

발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간 고비용 복잡한 이해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도시. , ,

재생사업에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부문의 예측가능성과는 다르게 공공부

문은 어떤 동기에 의해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러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가 주요내용이자 논의의 초점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보다 더 복

잡하게 진행되었으며 주로 공공부문으로 분류되는 서울시와 코레일이 사업

의 주요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사업구도가 그려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사업구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용산개발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2)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요 참여자들간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사업단계

를 구분한 이후 의사결정과정과 각각의 의사결정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

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본 사업의 주요 추진과정은 민간사업자가 지정되기까지 토지소유자로서

공모를 주도하고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개발규모를 확정하는 단계 단계(1 )

2)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최정희(2011)
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본 연구는 사업이 최종 무산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과정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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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 단계 그리고(2 ),

민간주관사가 사업권을 반납한 이후 토지주인 코레일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최종 무산되기까지의 마지막 단계 단계 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3 )

계에서의 주요 의사결정내용 및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코레일과 서울시의 통합개발을 둘러싼 공공기관간의

협상이 주요한 분석내용이 된다 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과.

개발규모가 이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것과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이

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벤트였으며 결과적으로 사업구

도 방식 규모 등이 거의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용산개발사업의 방향을 결, ,

정지은 가장 의미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코레일과 서울시의 협상을 통해 통합개발이 결정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분

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토지가격이 높아지게 된 상황과 함께 이윤추구가 목.

적인 민간주도의 개발사업이 갖는 한계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분석의 대상

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공공의 의사결정이 민간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공공의 의사결정이 용산개발사업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민간주관사의 사업권 반납 이후 코레일 주도의 사업추

진 및 사업무산 과정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며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보상협상과정과 수장의 정치적 입장이 변화된 서울시와의 협상과정에서 나

타난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본다 외생변수로 볼 수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

기 위해 토지주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조달을 책임졌다는 점에서 민

간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였으나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이해주체간의 상호 신뢰상실과 공공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사업에 영

향을 가져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토지보상과 관련한 게임상황에서 각 이해

주체간의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공공의 정책적 입장의 변화

가 사업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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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방법 및 진행3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주체간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

는 연구로서 정량적 자료가 아닌 정성적 자료들에 의존한다 신문기사 논. ,

문 관련 기관들의 내 외부 자료 온라인 카페 자료 그리고 인터뷰 자료를, · ,

활용한다 사례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귀납적인 접근을 취하나 일반적으로. ,

인식되는 사실들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나간다는 점에서 연역

적인 접근방법도 활용한다.

용산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엄청난 파급효과에 비해 사

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례.

분석을 위한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벤트들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추진주체들간의 의사결정과정을 중심

으로 사업의 진행단계를 나누고 의사결정분석 방법론인 게임이론을 도입하

여 의사결정과정을 형성하고 있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각 변수들에 대한 인

과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연구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단계에 대한 문헌적 분석. :①

신문기사나 학술연구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용산사업의 실패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질문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단계와 참여자를 파

악한다 게임이론적 분석 의사결정과정을 결정짓는 각 이해주체간 상호. :②

작용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요인을 게임이론 모형을 통하여 분석

한다 분석결과의 해석 및 보완 연구질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관련된. :③

각종 문헌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해석 및 보완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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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게임이론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

사례 연구 및 사업단계 분류

- 귀납적 접근을 통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례

연구

- 관련 문헌조사 및 이해관계집단별 인터뷰

수행

▼

단계별

분석 및

해석

연구질문 설정
- 각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 질문의 설정

게임모형의

도입 및 분석

- 의사결정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게임모형의

도입

해석 및 보완
-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한 설명변수의

도출 및 해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실패 요인

도출

표 연구의 진행 과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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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2

제 절 선행연구 검토1

대규모 도시재생사업1. 3) 추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연구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업성 위주의 개발 패러다.

임에서 벗어나 보다 광역적인 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고자 했던 뉴타운 정책과 함께 복합용도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

업의 형태인 민관협력형 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PF

로 등장하면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

장에서 사업규모의 확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이해관계자의 증가와 같

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점차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정치 경제, ,

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의 변동성에 노출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민.

간부문의 개발이익이라는 추동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변동성은 민간부문에서 대응하기에는 경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이를

3) 도시재생사업을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최정희 는. (2011)
대규모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물리적 규모 면적 경제적 규모 사업비 등으로 판( ), ( )
단되는 대규모 의 통상적 개념을 사용하였고 당면한 수요 충족 차원이 아닌 새‘ ’ ,
로운 수요 창출 차원의 복합적 도시개발을 지칭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규모 도.
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도시계
획적으로 중요한 사업대상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맥락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영역에서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공부문의 참여 또는 지원
이 필요한 사업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재. ,
정비촉진지구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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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변화된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이에 대규모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정희 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중요한 공공적 기회이며 장기간(2011) ,

고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례를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특징과 추진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서울의 부도심인 용산지역을 국.

제업무지역으로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

할은 계획규제 수준에 국한되어 있으며 공공은 오히려 계획과정 토지공급, ,

과정에서 민간에게 부담을 가중시켰고 따라서 공공부문은 전통적인 계획규,

제의 역할을 넘어서 조정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속.

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례 속에서 나타난 각각의 이벤트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나열하는 데 그쳐 사업의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

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남규 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인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2009)

사업시행방식과 절차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주거시설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한계4)

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이 점차 광역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존의 제도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의 추진이 어렵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의 절차적 간소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나인수 는 서울시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공의 역할(2011)

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결과와 과정 측면에서 문제점을

4) 상남규 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택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2009)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비주거시설이 다수 밀집한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
기에는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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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참여유형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참여가 형평성과 공정성 등의 공공성을 달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지만 민간에서 주도하는 경우에 비해 전문성 부족 및 효율성

과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공공.

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민간부문이 적극적으

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 시도들도 등장하였

는데 기존의 제도적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들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기에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들

은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서울시 거주가구의 이상에 영향을 주었던. 15%

뉴타운 사업은 전면적인 출구전략에 돌입하였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의, ‘ ’

사업이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대규모 프.

로젝트들은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과정에 어울리지 않으며 시민들은 실

생활과 괴리된 대규모의 계 획에 참여를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현상NIMBY

과 같은 갈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안현진 박현영( · , 2013).

또다른 맥락에서 원제무 는 대형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2013) 5)이 도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대형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배경으로 도시거버넌스의 변환 계획방식의 변환 생산장소에서, ,① ② ③

소비장소로의 전환 탈근대 속의 도시 재브랜드화 스마트 성장 대중, , ,④ ⑤ ⑥

교통중심개발 이라는 가지 트랜드가 그 배경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리고 이6 .

러한 대형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을 사회적 배제 지속가능성과 분배형,① ②

평성 정책의 불연속성 사회계층간 분리 복제된 도시재생 프로젝트, , , ,③ ④ ⑤

공간적 분리의 유도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탈근대시대의,⑥

5) 원제무는 대형도시재생사업을 볼티모어항 도시재생 구겐하임 빌바오 도시재생, ,
록본기 도시재생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추진되는 도시재생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대형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선도형 주. ,
도형 상징형 사업으로 보아 프레그쉽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 대형도, (Flagship)
시재생사업은 주로 낙후된 지구나 방치된 공간을 대상으로 주로 대규모 민간 자
본이 투입되어 관민 파트너쉽 또는 민간주도 등에 의해 추진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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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도시재생사업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주변 커뮤니티가

합일된 유기체라는 시각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제 절 이론적 배경2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1)

시장의 실패란 공공의 시장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강력한 배경으로 시장“

이 자원의 최적분배 라는 과제를 해결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最適分配
시장의 결함”6)이라고 정의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

을 매개로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중심으로 균형7)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포괄하여 시장의 실

패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으로는.

거래비용의 발생8) 불완전 경쟁, 9) 공공재 외부효과, (Public Goods),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다 시장의 실패라는 개념은(Externality), .

6) 두산백과
7) 이를 경제학에서는 효율적 인 상태 최적 인 상태라고 표현하며 더 이“ ” , “Pareto ” ,

상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실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8) 월리엄슨 등은 계약의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에 거래비용이(Oliver Williamson)

소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며 기업의 존재이유가 이러한 거래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9)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은 가격을 왜곡하고 재화를 과소 과대공급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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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시장의 실패를 구제하기 위해 정치조직이나 정치제도가 생1980

긴다고 주장하는 신제도주의가 대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10).

부동산 시장은 특히 시장실패가 많이 발생하는 시장으로 정보가 불완전하

고 동질한 제품이 생산되기 어려우며 시장이 지역적 가격적으로 분화되어,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주변환경에 따른 외부효과가 다양하.

게 나타나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공공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에,

서 거래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부.

동산 시장은 자율에만 맡기면 분배왜곡이 일어나는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 영역은 토.

지규합 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정부가 개입하(Land Assembly)

지 않을 경우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공급이 어려워 정부의 개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점차 복합화 대형화,

됨에 따라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은 시장의 실패를 표현하는 대표(Prisoner’s Dilemma)

적인 이론으로 각 개인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

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특히 낙

후된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무임승차

유혹에 따른 죄수의 딜레마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는 도

시재생사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며 공용수용과 같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부

여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정부의 실패(2)

정부의 실패란 최적의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

하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책이 실패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의 시장개입.

은 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 행위와 기업간 부당거래를 막아 공정경쟁 환경

을 조성하고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10) 세기 정치학대사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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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민간분야에서 공급되지 않으나 사회적 후생이 높은 공공재를 공,

급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 최적의 자.

원 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시장개

입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하거

나 과소한 규제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결여에 따른 공공부,

문의 비전문성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부작,

용 관료주의의 폐단과 정치적 제약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정부독점으로, ,

인한 경쟁력 저하 권력과 특혜로 인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을 꼽을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가들은 시장의 실패 를 초래하는 요인이 또한 정부의 실“ ” “

패 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11) 불충분한 정보 내지는 주인 대리인. -

문제 독점 외부효과 등이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듯 또한 정부의 실패를 유, ,

발하는 주된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 ,

서는 선택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데 반해 정부 안에서는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고질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12).

정부의 공급양태는 관료와 정치가의 행태 그리고 이익단체와 깊은 관련,

이 있다는 것이 공공선택이론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의 실패는 공공조.

직 및 관료들이 주인인 납세자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극대화

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전 은 관료들이 주인인 납세자들을 위해 일할 동기가 부족한 이(2008)

유로 애매한 비용 성과의 연결고리를 들고 있다 시장에서는 산출이나 성과- .

의 개념이 명확하며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정치영역,

에서는 분명치 않다 국민의 이익이나 공익 등 정치권의 산출이나 성과는.

11) 이정전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박영사, 2008, , .『 』
12) Niskanen, W. A., 2002, “On the Origin and Identification of Government

Failures”, Political Economy and Public Finance, UK: Edward Elgar
Publishing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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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부터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매한 개념으로 관료의 기여도를 측정하

기 어렵기 때문에 관료들이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예산극대화와

승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 또는 정부의 실패가 도시재생의 영역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타운 정책을 들 수 있다 도시지역 내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기존.

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광역화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계획적,

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작된 뉴타운 정책이 총선 및 지방선거 과

정에서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대책없이 지정

되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다 준 사례는 대표적인 정부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분석틀 및 게임이론의 유용성2. IAD

제도분석틀(1) (IAD Framework :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사회과학에 있어서 분석적 틀은 많지만 그 각각은 특정 연구에 있어서,

장 단점을 지니기 마련이다 정책결정자와 학자들은 상이한 제도적 장치· .

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어떻게 작

용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제도분석틀13)은 합리적 신제도주의에서 합리적 선택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물리적(1)

속성 규칙 공동체의 속성(Physical attributes), (2) (Rules), (3) (Community

행동의 장 그리고 행위자 등이attributes), (4) (Action arena), (5) (Actors)

다 여기에서 분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행동의 장 으로 이것이 사회현상이. ‘ ’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동의 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3) 제도분석틀에 대한 설명은 정용덕 외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1999), “ ”,
에서 참조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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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리적 속성 규칙 그리고 공동체 속성 등의 구성요소이다 그림‘ ’, ‘ ’, ‘ ’ ([

참조2-1] ).

제도분석틀은 이들이 진단적 혹은 처방적 연구를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제도적 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제도들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합성이 있다14).

그림 제도분석틀의 개념[ 2-1]

제도분석틀은 물리적 속성 공동체의 속성 사용되는 규칙들에 의해 형성, ,

되는 행동의 상황 속에 있는 행위자가 자신들의 능력이나 가치관에 따라 동

일한 상황이 형성되더라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행위자가.

부여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통시에 자신이 획득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가 더욱 많이 주어지고 다른 사랑들의 행동을 참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떤 행동패턴이 나타나게 되며 이런 행동패턴이 서비스,

전달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제도적 접근방법에서는 행위자의 특성이나,

상호작용의 유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제도분석틀은 전체 연구에 대한 상부구조와 함께 제도의 다양한 상호관계

의 속성을 분석하기 위한 더욱 세부적인 구조를 제시하며 제도의 경제적인,

14) Ostrom. E, 1991, "Rational Choice Theory and Institutional Analysis:
Toward Complement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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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정치적 신념 및 선호 그리고 정책개혁 분야에서 전략적인 상호작용, ,

을 같이 제공한다.

여기에서 분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개인들의 의사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지

는 행동의 장 이다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동의‘ ’ . ,

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바로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의 속성' ', ‘ ’, ‘ ’

등의 세가지 구성요소이다 먼저 물리적 속성이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

어나는 사회현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을 말한다 그 대표적.

인 것이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대상 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대상(goods) ,

이 공공재 인가 혹은 사유재 인가에 따라서 개(public goods) (private goods)

인들의 유인구조 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다음으로 규칙은(incentive system) .

행동의 장에서 실제로 적용 준수되는 규칙 을 말한다· (rules-in-use) .

이러한 규칙은 행동의 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범위 자격 권한 그리고 행, , ,

동의 장에서 개인들의 행동이 결집되는 절차 행동의 장에서 개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함수 등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규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외 속성이란 행동의 장을 구성하는 개.

인들의 공동체의 특성과 이들이 공유하는 규범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 ,

동체가 씨족사회인 경우 그 구성원인 개인들이 공유하는 규범은 공동체가

매우 이질적인 경우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들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하.

게되는 행동의 장에서의 유인구조 를 결정한다 여기에서(incentive structure) .

중요한 것은 이들은 유인구조를 결정할 뿐 행동의 장에서 개인들의 상호작,

용 결과 즉 사회현상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

이 결과를 기술 이해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가정 즉 인간에 대· · ,

한 모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가정이 다섯 번째 요소인 행위자에서 이, ' '

루어진다 제도분석틀은 규칙과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구성되는 행동의 장, ' '

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각 유형의 행위자는 정책 시스템에서 세 가지 행위 영역 중 최소한 한

영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행위자는 때때로 세 영역전체에서 활동할 수도 있.

지만 행위자가 지닌 특별한 지식 및 전문 기술은 어떤 영역에서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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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되지만 다른 영역에 곧바로 적용했을 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

기업은 주로 경제 영역에서 활동한다 이익 단체는 주로 정치 영역에서 활.

동한다 입법자와 규제자는 정치적 선택 영역 및 제도적 선택 영역 양쪽에.

서 주로 활동한다 법원은 주로 제도적 선택 영역에서 활동한다. .

모든 행위자들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이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행위 상황에서 취하는 행위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이 없다 즉 이들은 최소. ,

한 한 유형의 다른 행위자에 의해 거부를 당할 수 있다 각 유형의 행위자.

는 서로 다른 수직적 조정 문제와 수평적 조정 문제를 조직 내에서 조직,

간에 그리고 정치적 선택 영역 경제적 선택 영역 제도적 선택 영역 사이, , ,

의 경계를 넘어 해결해야 한다 게다가 각 유형의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과.

상호 작용을 지배하는 절차적 규칙에 의해 다른 유형의 행위자와 연관이 된

다 절차적 규칙 자체도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집합적으로 선택하고 집행한다. .

이러한 행동의 장에서의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도

분석틀은 수학적 혹은 형식적 모형 등의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제도분.

석틀은 여러 가지 이론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의 틀로 개발되었다' ' .

어떠한 인식론에 근거한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하는 연구도 이 틀에

포함된 구성요소들을 명시적으로 다루면 사회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

고 유용한 정책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분석틀을 간략하게 본 연구의 테마인 용산개발사업에 적용하여 본다

면 가장 중점적인 연구대상은 용산개발사업과 관련된 행동의 장에 있는 행,

위자들과 행동의 상황을 규정하는 일단의 규칙 이다 이러한 규칙들과(rules) .

마찬가지로 각 행위의 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특성과 물리적 조건

등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용산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의 도입 및 적용과 그에 따

른 사업의 추진체계와 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다 즉 용산 개발사. ,

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체계는 정부부문 민간부문 주민 상호간의, ,

관계에 관한 어떤 규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사회적 시스템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공공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각 행위자들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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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정부가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관련제도를,

각 이해관계자들의 상호관계에 맞게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분석틀로서 게임이론의 유용성(2)

여러 주체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게임상황이라고

일컫는다 게임 상황에서 각 주체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자신의 효용뿐 아니.

라 다른 주체의 효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다른 주체의 의사결정도,

자신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게임상황.

의 본질은 여러 주체들간에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이며 게임상황에 있,

는 각 주체는 이 같은 상호의존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게임 상황에서 모든.

주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주체의 의사,

결정이 자신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생각한 전략적 고려(strategic

를 하여야 한다 게임이론은 주체들간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consideration) .

하여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게임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체가 어떤 의사결정,

을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왕규호 조인규( ,･
2008)

게임이론은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인간의 행태를 게임의 형태로 구성하

여 엄격하게 분석하고 균형상태의 해를 구하는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실제로 일어난 문제를 분석하는 모델로 기능함으로써 서술적인

이론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주요 경기자의 최적행동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규범적 이론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박주형( , 2006).

은 정책형성과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기 보다 정Lindblom(1993)

치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대안이라도.

강력한 정치적 반대세력이 있는 경우 그 정책대안이 채택되기는 어렵기 때

문이다 게임이론은 기본적으로 경기자의 합리성. 15)을 가정하고 분석하지만

정치시장에서의 합리성을 수학적인 언어로 나타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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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특히 공공의 의사결정기준은 경제학에서 논하는 합리성 기준에 필요.

한 보수함수를 측정 또는 가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러한 가정이 합리적으

로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따라서 게임이론을 통해 도시재생과 같은 공공과.

민간의 의사결정과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가정과 적절한 게임모형의 활용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스트롬 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화된 규범의 엄격함(1991)

을 다소 완화하여 상호성 명성 신뢰 등의 규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제, , .

도주의 분석틀에서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행동의 장에서의 정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 세대 합리적 선택모형에서는 복잡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2

으며 규범과 규칙을 학습할 수 있는 제한적 합리성을 가정하였다 목적과.

수단간의 최적성 뿐 아니라 의사결정주체의 행위가 결정되는 결정 상황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용산개발사업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지닌 물리적 속성과 규칙 규범을 포함한 주체들의 속성 등을 고려,

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보상함수 정보의 수준 결정과정의 유형, ,

들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자들의 결.

정을 단지 연역적인 가정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경험적인 결과와 다른 예측

을 초래하게 된다.

15) 주로 효용이론의 관점에서의 합리성을 말하며 합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
수의 구조가 가시적인 값으로 환산되어야 하나 정치시장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
에서의 보수는 가시적인 값으로 환산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6) 이달곤 은 이에 게임이론은 표준게임이론과 메타게임이론으로 구분하고(1995)
메타게임이론을 통해 현실의 협상과정과 중재과정을 설명하였다 메타게임이론.
은 비계량적인 기법을 통해 전통적 게임이론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의 복잡한
정치 사회적 현상을 단순화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박주형,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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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게임이론의 분류[ 2-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공부

문간의 갈등 또는 의사결정 민간영역에서의 갈등 그리고 공공과 민간부문( ), ,

의 갈등이 혼재하여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민간부문의 보수함수와는 달리.

공공부문의 보수함수는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부를 자비로운.

독재자로 가정하는 전통적인 공공경제학의 영역에서는 공익이라는 기제를

통해 공공의 보수함수를 판단하지만 공공영영에서도 민간영역에서와 같이,

개인이나 조직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이 만연해있다

는 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는 공공의 보수함수가 단지 공익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재산권이 결부된 도시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와 주민 나아,

가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갈등은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도

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합리적 계획 패러다임의 뿌리를 흔들 정도로 공공부

문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법적 집행에 대한 불복운동 등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17)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일개 도시개발사업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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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정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 정도가 아니라 공공의 정책에 대한 신뢰

도 저하로 사회적 자본의 손실 등 국가적 잠재력의 저하 등 계산할 수 없

는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도시개발정책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으로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18) 공공의 보수함수가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공.

익에 대한 개념도 새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능력은 제한되어 있어서 대규모 도시개발의 천문학적 재원 조달의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공공부문의 재정능력 향상보다 도시개. ,

발 비용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도시개발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민

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정희( , 2011).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의존하면서 전략적 고려를 하

고 있는 의사결정 주체들간에 갈등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게임상황

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게임의 룰을 바꾸거

나 미래 상황에 대한 보다 나은 예측이 가능하다면 갈등이나 저항과 같은

예측하지 못했던 거래비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도시정책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이론은 이와 같이 행위주체.

간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통

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게임이론적 틀을 활용한 관련 연구 동향(3)

정책적 영역에서의 보수함수를 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인하여 게임이

론이 도시개발정책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된 연구는 많지 않다 협조게임을.

활용하여 지주간 공동개발의 협력 요인을 분석한 이상경 의 연구가 있(1996)

17) 용산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일련의 행동들 뿐 아니라 과거 용산참사,
사태 역시 이러한 갈등의 극단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18) 도시개발 및 재생에서의 공공성과 관련된 논의는 나인수 의 박사학위논(2011)
문 참조(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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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종현 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재, (1996)

입주 또는 전매를 결정하는 요인을 게임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종.

현 은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 있어 보상에 대하는 공공과 민(1998)

간의 전략을 일회성 게임과 반복게임에서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 분

석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 ·

거환경정비 상황을 공공의 정책과 주민의 개량 결정이라는 게임상황으로 분

석한 연구가 있다 홍성조( , 2012).

연구명 년도 연구내용 및 결과

상업지역 공동개발에서 지주

간 권리조정을 위한 이윤분

배 분석이상경( )

1996

상업지역의 공동개발에 있어 이윤의 분배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협조게임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

주택개발재개발사업에서 의

사결정정보가 전매시기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종(

현)

1996

재개발사업의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시기와 의사결정정보를

중심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분양률을 높이

는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시기와 정

보제공과정의 개선이 재정착 유도에 유의

미함을 입증

공영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

관한 게임이론적 접근이종(

현)

1998

공영개발사업에 있어 토지수용과 관련한

수용기관과 피수용자의 보수함수를 가정

하고 게임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다기간에 걸친 게

임을 가정하고 최선의 수용전략의 해를

도출

주택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세

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주·

거환경정비에 관한 연구홍(

성조)

2012

주택개량 유도를 위하여 정부와 주택소유

자 간 모형을 통해 공공Leader-Follower

의 정책적 선호를 고려하면서 민간의 주

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게임이론

적 틀을 이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

고 실증분석을 수행

표 도시개발영역에서 게임이론적 틀을 활용한 연구[ 2-1]



- 25 -

제 장 용산국제업무 개발사업 사례 연구3

제 절 사업 개요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철도경영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되

었으며 만 수도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결코 실패할 것 같지 않던 용산2,500

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실패와 서부이촌동 보상에

대한 우려 서울시의 소극적 대응과 코레일의 사업해제 결정 등에 따라,

년 월 최종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을2013 9 .

추진했던 철도공기업인 코레일은 조원에 달하는 부지 대금을 재무제표에8

선반영하고 인천공항철도 인수와 같은 사업규모 확장에도 불구하고 사업무

산 이후 토지대금을 반환하면서 부채비율 등 영업을 통해 정상화가430%

불가능한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해졌으며 향후 수년간 토지반환을 위한

소송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

상 위험과 함께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었던 토지오염정화 명령 불이행으로

용산구청으로부터도 소송에 직면하게 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인허가권을 통해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제안하고 관철시킨 서울시는 사

업무산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게된 서부이촌동 주민들로부터 소송위기

에 처해 있으며 별도의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사무실 운영과 각종 행재정적, ․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도시재생이 어려운 대

상지의 특성상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그림 은 사업이 무산된 이후 년 월 현재 이해당사자간[ 3-1] 2014 1

분쟁 및 소송을 도식화한 것이다 사업 무산 이후 대지주인 코레일은 그 동.

안의 토지대금을 이자를 포함해 모두 반납하였지만 토지의 를 아직 돌61%

려받지 못한 채 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준비중이며 는 코레일의PFV 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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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업청산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19)을 추진중이다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전제로 부과되고.

납부했던 세금에 대한 반환소송도 추진 중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서울시 코레일 모두에게 소송을 제, , PFV

기중이지만 어떤 주체가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는지는 장기간의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그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소송 진행 상황[ 3-1]

19) 아시아경제 조원대 용산개발 소송 일 스타트 국내 최대2104. 1. 15. , “5 21 ‘ ’ ...
로펌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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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진행과정2

개요1.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가 번지3 40-1

및 이촌동 번지 일대 의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조원을 투395 518,692 31㎡

입해 층 랜드마크타워를 비롯하여 연면적 규모의 업무 상111 3,385,000 ·㎡

업 주거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단군 이래 최· · ‘

대 개발프로젝트 라는 상징성으로 주목받아왔다’ .

그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월 설계 발표 기준자료드림허브[ 3-2] _2012.6 S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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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현황1-1.

총면적 규모의 대상지는 동으로는 용산역 남으로는 한강 서518,692 , ,㎡

북측으로 원효로에 이르며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핵심 사,

업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대상지 현황[ 3-3]

사례 대상지는 입지잠재력과 지리적 위상에 걸맞게 각종 상위 및 관련 도

시계획에서 중복 언급되고 있다 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서울의 국. 2020

제업무거점이자 서울시 프로젝트 상 강북지역 활성화 거점으, 2020 U-Turn

로 지정되어 있고 년 수립되고 년 재정비가 이루어진 용산지구단. 2001 2010

위계획 상 국제업무 및 첨단정보단지로서 부도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

별계획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

종합기본계획 상 공원주변지역으로 용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한강까지 이

어지는 핵심 녹지축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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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관련 도시계획현황[ 3-4]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20 서울시 프로젝트020 U-Turn

년 용산지구단위계획2001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토지소유자의 구성은 이상이 코레일 철도정비창 부지를 포함한 사유80%

지이며 약 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당초 코레일소유의 부지면적20% .․
이 로 전체 사업구역의 를 차지하고 있어 드림허브 는356,317 68.7% , PFV㎡

코레일 부지매입만으로도 전체면적의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도시개발법2/3

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드림허브 는. PFV

년 월 일 차 토지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코레일로부터 토지소유권2011 9 30 4

을 이전받고 년 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확보하였다20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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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역 내 토지소유현황[ 3-1] 20)

구분 면적( )㎡ 비율(%)

합계 518,692 100

국

공

유

지

소계 99,254 19.14

국토해양부 69,452 13.39

기획재정부 23 0.01

서울시 19066 3.68

용산구 10,713 2.06

사

유

지

소계 419,438 80.86

코레일PFV( ) 356,317 68.70

일반사유지 63,121 12.16

한편 서부이촌동 사유지는 전체 사업구역의 를 차지하며 아파트 연, 12% , ,

립주택 단독주택 등 가구가 형성되어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2,230 .

드림허브 가 토지의 수용사용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PFV 1/2․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구가 넘는 소유자의 동의만, 2,000 50%

으로 수용을 개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따라서 드.

림허브와 보상협약을 맺은 공사의 보상담당 본부장은 주민동의율을SH “

수준으로 높인 후 보상을 시행하겠다70~80% 21) 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

힌바 있다22).

서부이촌동 사업구역 주민들은 보유주택의 현황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다 한강조망권을 보유한 대림성원아파트 년 준공된 동원. , 2005․
아파트 주민은 대체로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23) 드림허브 에. PFV

20) 사업대상지의 면적 및 소유현황은 사업 여건의 변경 등에 따라 공모시 이후
두차례 변경된 바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월 개발계획 변경시 기준 자, 2011. 11
료를 사용하였다 이하 사업계획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
우 동일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21) 용산 재개발 주민 동의 없인 안해 서울경제“ ”, (2011.11.23)
22) 이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 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으며 갈등을 최소PFV ,

화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였다 드림허브 보상팀 관계자( ).
23) 여기서 반대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

서 동의서를 내지 않은 주민들을 모두 반대라고 단정짓고 있으나 실제 많은 주
민들은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과 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주장하
였다 역으로 동의서를 낸 주민들 역시 드림허브가 만족할만한 보상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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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년 월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체 동의율은2009 3 50%

를 상회하였으나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의 동의율은 대로 상대적으로, , , 30%

저조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해당아파트의 주민동의서 재접수.

후 그 결과에 따라 존치 및 분리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발표 후 해당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었고24) 주민들,

의 동의서 재접수 요청 민원에 의해 년 월 동의서 재접수를 받기도2009 9

하였다 대림 성원아파트의 동의율은 재접수 후에도 여전에 를 밑돌았. , 50%

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통합개발로

최종 확정되었다 단계 사업추진과정 참조.(2-2. 1 )

중산 시범아파트는 시유지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주민들은 건물에 대한,

권리만 소유하고 있고 토지소유권이 없음에 따라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

만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주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서울시,

와는 대지불하소송을 진행하였다 토지소유권이 귀속 또는 불하된다는 조건.

하에서 대부분 사업추진에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고 그 외 단독 및 다세,

대 주민은 대체로 수용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
으로 알고 있는 동의율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나누는 것 자체가 주
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잘못 반영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동의서 여부.
가 아니라 보상정도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나타날 뿐이며 아파트주민들에게서
동의서가 부족하게 나온 것은 일부 과격한 반대파가 정보를 통제하고 동의서 징
구 작업을 방해하는데 있어 아파트라는 주거상황 때문이지 반대주민들이 많아서
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실제 해당구청의 고위 관계자가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
회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동의서를 내지 않
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아파트 주민의 동의서 징구 작업이 눈에 띄
게 줄어들었다 보상팀 관계자 그러나 현상적으로 동의서를 내지 않은 주(PFV ).
민들은 반대한다는 것으로 외부에 인식되었고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장기
화됨에 따라 점차 스스로 반대파라고 인식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용산개발사업.
이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의율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과는 다름에도 같은 의미로 인식되었다는 것이 갈등을 확
대시킨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보여진다.

24) 최정희 전게서,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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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부이촌동 사업구역 사유지 현황 자료 드림허브[ 3-2] ( : )

구분 현황 비고 위치

아

파

트

대림 가구 동 년 준공638 (4 ), 1994

동원 가구 동 년 준공103 (2 ), 2005

성원 가구 동 년 준공340 (2 ), 2001

중산 가구 동 년 준공266 (6 ), 1970 시유지

시범 가구 동 년 준공288 (8 ), 1970 시유지

소계 가구1,635

단독주택 가구23

연립주택 가구493

다세대주택 가구39

근린생활시설 가구40

합계 가구2,230

그러나 주민들의 찬반은 단순히 보유주택의 유형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고 이주대책기준일을 기점으로 한 원주민과 전입자 소유자와 세입자, ,

등 주민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구분되었고25) 이에 따라 여러 주민,

조직이 생겨났다.

25) 이주대책기준일에 따라 원주민과 전입자가 구분되며 이에 따른 보상기준이 가,
장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실제 보유주택의 조건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이
해관계는 더욱 극명하게 나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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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부이촌동 주민조직 현황[ 3-3]

구분 명칭 특징

개발

반대

모임

서부이촌동 주민연합비대위 각 아파트별 비대위 대표로 모인 연합비대위

서부이촌동 생존권

사수연합
대림 동원아파트 중심 집단민원 강경 활동, ,

서부이촌동 주민총연합 성원아파트 및 지번 반대주민 중심

시범중산 땅찾기 운동본부· 서울시 대상 시유지 관련 분쟁

서부이촌동 지번모임 지번 반대주민 모임 당초 동의파에서 반대 전환,

동의자

모임

서부이촌동 개구역11

연합대책협의회
일반주택지 위주의 동의자 전체 모임

시범아파트 대책 협의회 서울시 방문 민원 등 적극적 활동,

중산아파트 대책 협의회 적극찬성

번지 주민보상199,203

연합대책위원회
번지 중심의 별도 대책위원회199,203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 상가영업자 단일단체 긴급상가지원대책 요구,

주거세입자 보상대책위원회 주거세입자 단체

사업초기에는 통합개발 반대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 없이 통합개발,

이 확정된 과정 등에 반발하여 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적 법적, 26),

26)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취소 도시개발법 동의율 위헌 이주대, 1/2 ,
책기준일 취소 등 많은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판결은 원고 패소 또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만으로는 해당 주민들.
의 재산권 자체에 변동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송을 다툴 행정처분이 없
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주민들의 이러한 소송을 분석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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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실력행사를 해오다 년 주민대상의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동의서, 08

접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찬성파 주민과 반대파 주민간의 갈등대립

양상으로 변화되었다27) 이후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문제와 출자사간 갈등.

등으로 사업진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찬성주민들은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였고 반대주민들은 구역지정 취소 또는 구역분리 등을 요구하였다, .

표 년 말 기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 진행 현황[ 3-4] 2012

사건명 소송일자 결과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무효 확인 ’08.07.09 원심 각하 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중산아파트( ) ’08.10.16 원심 패소 항소 및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시범아파트( ) ’08.12.01 원심 패소 항소 취하,

소유권이전등기시범중산아파트( ) ’08.12.26 원심 패소 항소 및 상고기각,

도시개발법 제 조 항 등 위헌확인7 2 ’08.02.20 원심 각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취소대림 성원( , )
’10.07.06 원심 패소 항소진행중,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동원( ) ‘10.07.12 진행중

도시개발지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취소성원( )
‘10.07.20 진행중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취소 ‘10.07.21 진행중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10.07.23 원심 각하 항소 진행중,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처분취소대림성원중산( , , )
‘10.07.26 진행중

산권 거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통합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개발의 이익은 취하면서 재산권 거래를 통해서 조기에 개발이익을 취하겠다
는 의도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27) 동의자 협의회 측은 반대파인 비대위 관계자들이 대부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에 전입한 외부인들로 이루어져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통합,
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측은 동의자 협의회에 드림허브 관계자 및 세입자가 대
거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정희.(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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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1-2.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금융 및 관광 거점으로서 연간 억 천만의 유동IT, 1 7

인구가 모여드는 동북아 최대의 비즈니스 허브 및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하

려는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해왔다 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를 포함하여. 111

총 연면적 규모의 업무 상업 문화 주거 시설이 복합된 단지3,385,000 , , ,㎡

로 사업기간은 년 월 년 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었다2007 12 ~ 2016 12 .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가용부지는 수준으로 이중 약 는 업무 판매60% 37% ,

시설 및 호텔 등 국제업무기능을 위한 상업용지이며 약 는 주거와 상업, 23%

시설이 복합된 복합용지로 구성되었다 문화시설 학교 녹지 도로 등을 포. , , ,

함하는 기반시설용지의 비율이 를 차지했다40% .

표 토지이용계획 자료 드림허브 내부자료[ 3-5] ( : )

구분 면적( )㎡ 구성비(%)

합계 518,692 100

복합용지 117,136 22.6

상

업

용

지

소계 191,607 36.9

업무시설 91,360 17.6

판매시설 85,642 16.5

호텔 14,605 2.8

도시기반시설용지 209,948 40.5

사업계획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절차를 거쳤는데 초기 사업계획은 사,

업자 공모시 계획안 및 지구단위계획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년 월 구2009 3

역지정 신청을 완료하였고 년 월 고시된 개발계획이다 이후 변경된, 2010 4 .

사업계획은 국제현상공모 결과에 따라 년 월부터 시작된 마스터플랜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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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내용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고 년 월 개발계획 변경신청 시 그, 2011 11

내용이 반영되었다.

표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자료 드림허브[ 3-6] ( : )

사업자공모시(‘07.10) 구역지정시(‘10.4) 개발계획변경(‘11.11)

주상복합용지 11.6%
업무 상업용지( ) 42.1%
도시기반시설용지 46.3%

복합용지 12.6%
상업용지 47%

도시기반시설용지 40.4%

복합용지 22.6%
상업용지 36.9%

도시기반시설용지 40.5%

주요변동사항※
도시기반시설용지에서
철도선로부지 제척으로

면적비율 감소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마스터플랜 반영 및
주거복합용지 확대
연면적기준 유지( 29.5% )

마스터플랜은 년 월부터 진행된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수립되었다2008 5 .

세계의 을 선도하는 경제문화중심지 라는 비전하에 년‘ New Lifestyle ’ 2008 7․
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SOM( ), Norman Foster( ), Daniel

미국 미국 미국 개사를 대상으로Libeskind( ), Asymptote( ), Jerde Partners( ) 5

공모가 실시되었고 년 월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 2009 4 Daniel Libeskind

다 사는 년 월 년 월까지 마스. Studio Daniel Libeskind(SDL) 2009 7 ~2010 1

터플랜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마스터플랜은 각종 수정작업을 거쳐,

년 월 최종 확정되었다2011 9 .

년 월 사업설명회 당시 마스터플랜은 공모당시에 비해 큰 변화가2010 9

있었는데 당시 경제상황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와 수익성 악화 우려에 따라,

층 규모의 랜드마크빌딩 높이를 층 규모로 낮추었고 당초 서부이촌150 100

동 주민을 수용하는 규모로 에 불과했던 주거시설면적을 수준으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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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였다28) 또한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면적에 전체 상업시설의.

이상을 포함시킴으로써 매각가능시설 면적을 추가로 확보했다70% .

표 용도별 건축계획 자료 드림허브[ 3-7] ( : )

구분
면적
천( )㎡

구성비
(%)

업무시설 1,305.2

38.9랜드마크타워 305.7

프라임오피스 999.5

상업시설 970.5

28.7쇼핑몰 870.7

백화점 99.8

주거시설 935.3
27.6
(4,700
세대)

이주자용 437.3

일반분양 343.2

임대 154.9

호텔 166.3 4.9

기타 7.7 0.2

합계 3,385 100

표 건축계획의 변화 자료 드림허브[ 3-8] ( : )

사업자공모시(‘07.10) 마스터플랜 수정(‘11. 9) Schematic Design(‘12. 6)

업무시설 54.6%
상업시설 24.7%
주거시설 14.1%
호 텔 6.6%

업무시설 38.9%
상업시설 28.7%
주거시설 27.6%
호 텔 4.9%

업무시설 36%
상업시설 29%
주거시설 29%
호 텔 6%

28) 년 특별계획구역변경 결정 에 따라 주거비율은 지상연면적의 까지2007 ( ) 33%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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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딩은 층규모의 랜드마크타워를 포함하여 수직적인 상징성이100

부각되었다면 리테일 밸리 를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은 모든 블록이 지하에, ‘ ’

서 하나의 쇼핑몰로 연결되며 입체복합도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

거시설은 서부이촌동 기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자용 아파트 세2,144

대와 일반분양용 아파트 세대 세입자용 및 일반 임대아파트 세1,418 , 1,138

대가 주상복합의 형태로 개 블럭에 계획되었다8 .

년 월 확정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개별 건축물 및 쇼핑몰을 설2011 9

계할 해외 개 설계사가 결정되었고 과19 Concept Design Schematic Design

을 거쳐 년 월 설계안이 공개되었다2012 6 .

그림 빌딩별 설계안 자료 드림허브[ 3-5] ( : )

Landmark B/D
_Renzo Piano

Haomony
Tower_SDL

Blade Tower
_Dominique
Perrault

Diagonal
Tower_SOM

Boutique
Office_AS+GG

Academy
Tower_Tange

Pentominium
_Murphy/Jahn

Skywalk
_Coop Himmelblau

Cloud
_MVRDV

Hotel Tower
_K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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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cing
Tower _SDL

Wind Tower
_Riken Yamamoto

Cross Tower
_BIG

Velo Tower
_Asymtote

Rental Apt.
_REX

개발계획은 사업부지와 연결되는 도로망 및 철도노선 확충에 관한 광역교

통개선계획과 함께 수립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대도시권 광.

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29)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서울시 및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광역교통정책 실무

29)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뿐만 아니
라 각종 개발관련 법령에 근거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드림허브는.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포함하역 총약 조 억원 규모의 부담금 납부의무를1 5000
지고 있었다.

부담금명 근거법률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집단에너지 사업법

지역난방부담금 집단에너지 사업법

가스시설부담금 도시가스사업법

국민주택채권 주택법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 목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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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를 통해 년 월 국토해양부의 확정통보를 받음으로써 계획2010 4

이 확정되었다.

도로부문에서는 강변북로 확장 및 연결도로 신설 등이 계획되었고 철도,

부문에서는 신분당선 단계 및 여의도 용산 신교통 계획이 포함되었다 기2 ~ .

존 철도정비창 부지는 매우 제한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계획을,

통해 용산역은 철도교통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도로망 또한

충분히 갖추게 된다 사업자인 드림허브 는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사업비. PFV

를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분담하게 되며 민간시행사의 부담액은 광역교통, ,

개선 총사업비의 약 수준인 조 억원 규모로 결정되었다30% 1 448 .

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분담내역[ 3-10]

구분단위억원( : ) 드림허브PFV 시행주체 및 기타 합계

도로부문 6,748 12,229 18,977

철도부문 3,700 13,713 17,413

합계 10,448 25,942 36,390

표 용산역 연결 철도노선 현황 년 기준[ 3-11] (2012 )

운행중 경부선 호남선 포함 장항선: , (KTX ), ,

지하철 호선경원선포함 중앙선1 ( ), ,

경춘선(ITX)

건설중 경의선 복선전철용산 디엠씨구간: ( ~ )

계획수립 신분당선 공항철도공덕 용산: , ( ~ ),

여의도 용산 신교통~

검토중 송파 강북도심간급행간선철도: ~ ,

송도 청량리 구간G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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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과 사업주체1-3.

공모형 사업으로 출발한 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 공사 서울시 지분PF , SH ( )

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코레.

일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삼성물산 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선-

정한 후 프로젝트회사 설립 시 출자사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 는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요건( )

에 부합하는 구조로 설립하였다 는 상근임직원이 없는 명목회사PFV . PFV

이므로 실질적인 사업추진 업무를 수행할 자산관리회사 로 용산역세(AMC)

권개발 주 를 설립하여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되었다 와 는 엄연히( ) . PFV AMC

구분되는 두 회사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는 이사회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PFV ․
지만 이사회 안건은 주로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는 에서 작성되어, AMC

상정되기 때문에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AMC 30).

그림 프로젝트회사의 구조 자료 드림허브 공모 시 사업계획서[ 3-6] ( : )

30) 출자지분이 에 불과한 삼성물산이 본 사업의 주간사로서의 지위를PFV 6.4%
인정받고 있었던 것은 의 대주주 지분율 로 기타 지분은 코레일AMC 1 ( 45.1%

롯데관광개발 로서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29.9%, 2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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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설립당시 드림허브 는 삼성물산 국민연금 컨소시엄2007 12 PFV ‘ - ’ 26

개사와 코레일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년 월 공공에서는 코레, 2008 3

일의 지분 중 를 공사 서울시 가 양도받고 민간에서는 삼성29.9% 4.9% SH ( ) ,

생명지분을 삼성화재와 호텔신라가 씩 양도받아 참여함으로써 총 개0.95% 30

출자사로 구성되었다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롯데관광개발의 김기병.

회장이 맡았으며 이사진은 코레일 인 삼성물산 인 롯데관광개발 삼성, 3 , 2 , ,

자산운용 푸르덴셜 미래에셋 각 인으로 구성되었다 삼성그룹은SDS, KB , , 1 .

총 를 출자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표격으로 삼성물산에서 다수의 이14.5% ,

사를 확보하였다 삼성물산이 주간사의 지위를 반납하고 지분을 롯데. AMC

관광으로 양도한 이후 년 월에는 롯데관광 이사 인 삼성물산 이사, 2010 12 2 ,

인 구성으로 변경된 바 있다 드림허브 의 자본금은 조원으로 여타1 . PFV 1 PF

사업과 비교할 때 대규모 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나 조원이 초과하는 사업, 30

비를 고려할 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의 성공적인 개발사례3%

와 비교하여 취약한 자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받기도 하였다31).

한편 의 주주구성은 최초 설립당시 삼성물산 코레일, AMC 45.1%,

롯데관광 로 개 회사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개회사에서 파견29.9%, 25% 3 , 3

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년 월 삼성물산이 경영권에. 2010 10 AMC

서 철수하면서 롯데관광은 새로운 건설주간사가 선정될 때까지 삼성물산 지

분을 보유하기로 하였고 국민연금이사장을 역임한 박해춘 회장을, AMC前
대표로 영입하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정비하였다 년 사업이 종결되기까. 2013

지 새로운 건설주간사의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레일과 롯데관광 중,

심의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민간출자사의 입장은 주로 롯데관AMC ,

광개발을 통해 대변되는 구조였다.

31) 김경민 도시개발 길을 잃다 시공사, 2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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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드림허브 출자사 구성[ 3-12] PFV

공공 재무적투자자(FI) 전략적투자자(SI) 건설투자자(CI)

29.9% 23.65% 26.45% 20.0%

출자사 지분율 출자사 지분율 출자사 지분율 출자사 지분율

코레일 25% 자산운용KB 10% 롯데관광 15.1% 삼성물산 6.4%

공사SH 4.9% 푸르덴셜 7.7% 미래에셋 4.9% 건설GS 2%

삼성생명 3% 삼성SDS 3% 현대산업개발 2%

우리은행 2% KT&G 1.5% 금호산업 2%

삼성화재 0.95% CJ 1% 포스코건설 1.2%

신라호텔 0.95% 롯데건설 1.2%

건설SK 1.2%

한양 1%

태영건설 0.6%

두산건설 0.4%

남광토건 0.4%

반도건설 0.4%

유진기업 0.4%

계룡건설 0.2%

삼환기업 0.2%

삼성에버랜드 0.2%

우미건설 0.2%

는 드림허브와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지만 삼성AMC ,

물산이 최대주주로 있을 당시 삼성물산의 계열사로서 삼성물산의 이해를 대

변한다는 논란을 일으켰고32) 그 결과 년 코레일은 삼성물산의, 2010 AMC

경영권 반납을 요구하였다 이후 롯데관광에서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도 유.

사한 국면이 이어졌는데 년 증자논의를 두고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2012

의견충돌 시에도 코레일은 추가투자 자금여력이 없는 롯데관광이 자신의 이

해를 대변하여 증자를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영권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한 바 있다33).

32) 코레일은 년 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삼성물산이 드림허브 출자액2010 8 640
억원 과 용산역세권개발 출자액 억원 으로 조 규모의 사업(6.4%) 13.5 (45.1%) 30
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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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사업에서 코레일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은 사업의 위기 국PF

면에서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업협약 변경과 자금조달을 위한 확약34)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초대형 복합,

개발의 특성상 장기간 일관성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정치적인

변수35)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

다.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1-4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총 투자비 조원을 투자하여 업무 주거30.3 , ,

상업시설 등의 매각을 통하여 조원의 매출을 일으킴으로써 총 조원의33 2.7

개발이익을 예상하였다 표 참조[ 3-13 ].

공모시 조원으로 책정된 코레일 소유의 토지대금은 차에 걸쳐 계약되었8 4

으며 각 차수별로 표 과 같이 정해진 비율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 3-14] , ,

으로 분할납부36)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33) 매일경제 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롯데관광개발(2012.9.17)
이 헐값에 시공권을 넘겨 출자금을 모집하려하고 코레일을 돈만 대주는 전주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34)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매입한 토지를 바탕으로 를 발행함에 있어ABS, ABCP ,
근저당권에 따라 토지를 다시 코레일이 회수하게 될 경우 토지대금을 반환하겠
다는 토지대금 반환확약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 대상 자산에 대한 코레.
일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져 드림허브는 일반 대출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PF
조달에 성공할 수 있었다.

35) 코레일의 경우 이철 허준영사장은 용산개발에 대한 지원의지가 강했던 반면, ,
년 취임한 정창영사장은 기존사업계획 및 보상계획에 대한 이견을 보여2012

주주간 갈등으로 이어진바 있다 조선일보 자 또한 년 서울시장.( 2012.7.20 ) , 2011
재보선에 따라 당선된 박원순 신임시장은 오세훈 시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前
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지시하여 상당기간 인허가 진행이 중단된 바 있다.

36) 김경민 은 도시개발 길을 잃다 전게서 를 통해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2011) “ , ( )”
못한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로 동의서를 걷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
시 코레일의 사업의지 부족과 정확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지 못한 근거라고 비판
하였으나 당시 코레일 관계자는 계약 당시 코레일은 세금과 간련한 이유로 사
업자와 코레일이 토지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에 합의한 것일 뿐으로 모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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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수지 요약 자료 드림허브[ 3-13] ( : )

매 출 비 용

구분 금액 조원( ) 구분 금액 조원( )

업무시설 13.9 토지비 13.0

주거시설 5.9 직접공사비 10.7

상업시설 11.9 간접비 4.9

숙박시설 1.2 금융비용 1.7

기타 0.1 - -

총 매출 33.0 총 비용 30.3

사업수지 조원2.7

드림허브는 총 차에 걸친 계약금 납입을 완료함으로써 코레일로부터 소4

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는데 년 하반기 금융위기 여파로 원활한 자금조, 08

달에 실패하면서 년으로 예정되었던 차토지 중도금 및 차토지 계약2009 2 3

금이 미납되면서 토지대금 납부일정은 계속적으로 연기되기 시작했다 결과.

적으로 당초 년으로 예정되었던 차 토지대금 계약금을 년 월에2010 4 2011 9

납부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과도한 토지비 논란은 끊이지 않

았는데 따라서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사업협약 변경을,

통해 차례에 걸쳐 토지대금 납부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합의한 바 있다2 .

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09 ․ 37)이 개정되어 토지대금에 대한

계획은 차 토지매입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수립되어 코레일4
의 사업의지와는 무관하며 동의서 징구시 정확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 감정평가 이전에 보상금액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
렵기 때문이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
나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함에 따라 년 금융위기와 시공사의 지급보증에2008
대한 회계처리방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기존의 지급보증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세금과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술회하였다.

37) 년 월 일 개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은 공기업의 경영효2009 9 1 ‘ ’
율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기존 년에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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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기간이 최장 년에서 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5 10 .

당초 각 계약 차수별 년으로 설정된 분납기간을 년으로 연장하는 조건5 6~7

으로 차 사업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다1 .

그러나 이후 계속적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년 또다시 토, 2010

지대금 미납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토지대금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사실,

상 년 차 사업협약 변경을 통해서였다 년 월에 발표된 사업정2011 3 . 2011 7

상화계획에 따라 드림허브 는 년까지 납부예정인 토지대금 중도PFV 2012~14

금을 사업준공 년전 및 준공시점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보상 및 건1 ,

설비용 등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지출되는 시기에 토지대금 납부의 부담

을 덜고 발생한 분양매출로서 토지비를 납부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38).

표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동과정 자료 드림허브[ 3-14] ( : )

년 최초 토지매매계약1. 2008

금액 십억원(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차1 415 50% 50% 　 　 　 　 　 　 　 　

차2 2,000 　 20% 15% 15% 15% 15% 20% 　 　 　

차3 2,410 　 　 20% 15% 15% 15% 15% 20%

차4 3,175 　 　 　 20% 15% 15% 15% 15% 20%

합계 8,000 2.5% 7.7% 9.7% 16.3% 14.3% 14.3% 15.5% 12.1% 7.7%

년 차 사업협약변경2. 2009 1

금액 십억원(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차1 415 50% 50% 　 　 　 　 　 　 　 　

차2 2,000 　 20% 15% 15% 15% 15% 20% 　 　 　

차3 2,410 　 　 10% 5% 5% 5% 5% 15% 25% 30%

차4 3,175 　 　 　 10% 5% 5% 5% 20% 25% 30%

합계 8,000 2.5% 7.7% 6.8% 9.2% 7.2% 7.2% 8.5% 12.5% 17.5% 20.9%

년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연장되었으며 재산 분할매각시 분납이자 부과시점을10
민법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매수자가 실제 점유 사용시로 기존 규칙에서 명,
시적 내용이 없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변경하였다.

38) 이 시점부터 자금조달에 대한 책임과 리스크는 코레일에게 이전되었으며 결과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이익을 코레일의 토지대금으로 수취하고 민간시
행사는 코레일 토지대금 납입 이후 수익을 수령하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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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차 사업협약변경3. 2011 3

금액 십억원(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차1 415 50% 50% 　 　 　 　 　 　 　 　

차2 2,000 　 20% 15% 15% 15% 　 11% 25%　

차3 2,410 　 　 10% 5% 5% 24% 56%

차4-1 1,600 　 　 　 10% 5% 26% 60%

차4-2 1,575 15% 26% 60%

합계 8,000 2.6% 7.6% 6.8% 7.3% 9.2% 0% 0% 0% 20% 46.6%

이러한 사업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성 분석 결과도 변화했다 사업자 공.

모 당시 약 조 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예측하였으나 자금조달 난항과 토지대2 7 ,

금 연체에 따른 이자비용이 가중되어 년 삼성물산에서는 조 천억원2010 4 6

적자론을 제기하며 코레일 출자사 및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업정상화를 위,

한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조 천억원 적자 시나리오는 각종 비용4 6

의 증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매각 및 분양수입의 감소를,

반영한 매출의 감소에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랜드마크타워의 매각가치와. ,

관련하여 삼성물산과 코레일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이는 코레일이 삼,

성물산이 경영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랜드마크타워 조원대 매입을 선언하4

는 계기가 되었다.

표 사업주관사에서 요구한 사업정상화 방안[ 3-15]

요청대상 코레일 서울시 출자사

주요내용

준공시까지˻
토지중도금 무이자 연기

토지대금 분납이자˻
면제 등

용적률 상향(608 800%)→˻
기부채납비율 완화(40%)˻
서부이촌동 시유지˻
천억원 서울시 매입(3 )

전체 출자사˻
유상증자 조원 및(2 )
자금대여 조원(1.3 )

이후 드림허브는 건설사 지급보증 및 건설주간사 모집을 추진하였으나 삼

성물산의 적자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장과 건설사의

시각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결국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년 토지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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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납부일정 조정 및 랜드마크타워 계약금 납입 등에 합의했고 이로 인해,

토지비용과 금융비용이 조원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년에는4 . 2012

구체화된 건축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분양면적과 공사비 변동에 따른 매출

및 비용의 변화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당초 사업자 공모 시 수준의 조 천, 2 7

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표 사업수지 추정치의 변화 자료 드림허브[ 3-16] ( : )

구분
단위조원( : )

년 사업자‘07
공모시

년 삼성물산‘10
경영권 반납시

년 사업계획‘12

매출

업무시설 16.1 11.0 13.9

주거시설 2.6 6.2 5.9

상업시설 9.2 6.7 11.9

숙박시설 2.7 1.6 1.2

기타 0.3 0.4 0.1

총 매출 30.9 25.9 33.0

비용

토지비 12.6 14.1 13.0

직접공사비 7.2 9.1 10.7

간접비 4.6 2.7 4.9

금융비용 3.7 4.6 1.7

총 비용 28.2 30.5 30.3

개발이익 2.7 -4.6 2.7

최초 사업공모 시 드림허브 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르면 약 조원의 사PFV 30

업비용 가운데 자기자본금으로 조원, 1 39)과 분양 및 매각 대금을 제외한 약

39) 이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천억원 증자가 계획되었고 그 중 억CB( ) 4 1,500
원의 증자가 이루어져 구역해제 시점에서의 자본금은 조원이었다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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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규모의 타인자본조달이 요구되었다 특히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13 . ,

분양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까지는 토지취득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요자금

을 대출에 의존하여야 하는 구조였다PF .

표 자금조달계획의 변화 자료 드림허브[ 3-17] ( : )

년 사업계획2007 년 사업계획2012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기자본 조원1
자본금 조원1

발행CB 조원0.4

타인자본 조원13.45

코레일 토지대금
반환확약 조달(ABS/ABCP)

조원2.4

매출채권유동화 조원8

분양 및 매각대금 조원30.87 분양 및 매각대금 조원33

최대 금액PF 조원10.8 최대 금액PF 조원4.7

그러나 년 말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08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분양 적체로 인하여,

부동산 채권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었다 금융권은 대출잔액 증가와 연체PF .

율 급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년 월 이후 사업에 대한 대출금08 9 PF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40) 이에 따라 드림허브. PFV

는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형태의 자금조달 대안을 함께 모PF

색해야 했다 따라서 코레일과의 사업협약서 변경을 통해 토지대금 납부일.

정 변경 등 초기사업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발행을 통한 토지중도금 조달 발행을 통한 증자 추진의 방법으로ABS , CB

4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PF
였으며 년 저축은행 부실방지를 위하여 대출 비중을 연차적으로 까, 2010 PF 20%
지 축소하는 방침을 통보했으며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이상 갖춘, 20%
대형 시행사에 대해서만 대출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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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을 추진하였다.

통상적인 부동산 사업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계약금을 납PF

부하며 이후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잔여토지대금을 제 금융권을 통한 브릿지론을 통해 조달한다 이 시기는2 PF .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여건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상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환경,

의 변화에 따라 사업 중단의 가능성도 있어 공격적인 대출을 실행하는 제2

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고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가 완료되면 시공사 선정,

및 착공시점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보다 신뢰도 높은 사업성

검토가 가능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시공사의 참여가 확정되고 사업스케줄이

결정되어 사업지연 리스크가 적다는 점에서 제 금융권이 참여하는 낮은 금1

리의 본 대출을 활용한다PF 41) 본 로 조달된 자금은 이전 대출의 상환 및. PF

공사대금 지출용도로 사용되며 준공 시전에 매각 및 분양대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 저축은행의 대출 취급PF

건이었고 그 시기 브릿지론 를 통한 자금 조달시점에 있었던 용산국제업, PF

무지구 개발사업은 다른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했어야 했다42).

드림허브 는 토지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총 조 천억원을 차에 걸쳐PF 2 4 8

자산유동화를 통한 를 발행하여 조달했다 드림허브가 최고 신ABS, ABCP .

용등급으로 발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코레일의 토ABS/ABCP

지대금 반환확약 제공이었다 토지대금 반환확약이란 사업협약이 해지되어.

코레일이 토지를 다시 회수하게 될 경우 기 수령한 토지중도금을 반환하겠

다는 확약서로 드림허브가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 발생시 발행의, ABS

41) 물론 이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시
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거쳐서 대출 및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나라 부동산 사업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PF .

42) 사업초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지급보증을,
통해 바로 본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높아PF
진 리스크와 바뀐 회계규정에 따라 시공사들이 지급보증 거부가 자금조달 무산
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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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에 위험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보강책이

다.

표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업의 자금조달 구조 및 특징[ 3-18] PF

구분 자본금 브릿지론PF 본PF

조달목적 토지계약금
토지중도금 및 잔금,
시행사 운영비 설계비,

브릿지론 대출금 상환,
공사비

조달시점 사업추진시 토지계약 인허가완료시~ 건축허가 착공시 준공시/ ~

특징 -

년내외의 단기대출-1

높은 대출금리-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에서-

취급

리파이낸싱을 통한 상환-

공사기간에 걸친 장기대출-

대규모 자금대출로-
은행권에서 취급

분양 매각대금으로 상환- /

그림 드림허브 발행구조[ 3-19] ABS/ABCP

그러나 는 이자지급기일이나 원금만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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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익이 상실되어 디폴트 발생 즉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

발생한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 연체 후 일정기간 이내에 연체를 정리하면.

기한이익이 부활될 수 있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연장도 가능하지만

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드림허브 는 차에ABS/ABCP . PFV 8

걸쳐 를 발행하였는데 디폴트가 발생하면 해당 대출금만 상환의ABS/ABCP ,

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전체가 동시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조건

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년 월 일 이자 억원 미납에. , 2013 3 12 ABCP 59

따른 디폴트로 조 천억원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2 4 .

한편 매년 도달하는 토지대금 납부와 서부이촌동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

련하기에는 에 대한 의존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년 코레일은 사업정ABS . 2011

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년 이후 납부예정 토지대금을 준공시점으로 연2012

기하고 랜드마크빌딩 선매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에서 요구한대로 착, , PFV

공시점까지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이 조치와 함께 출자사. PFV

들의 책임분담을 요구하며 발행을 통한 억원 증자를 통한 조건부CB 4000

지원이었다.

년 월 차로 억 규모의 를 발행했는데 주주배정 는 코2011 9 1 1500 CB , CB

레일 롯데관광 삼성물산만이 참여했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랜드마크빌, , ,

딩 시공사 선정시 인수 조건CB 43)에 따라 삼성물산44)에서 일괄 인수했다.

43) 드림허브는 출자사 중 폐쇄형 펀드로 추가납입이 불가능한 출자사 및 기업구
조조정 중인 건설사 등 현실적으로 주주배정 발행에 잔여분이 발생할 것을CB
예상하였고 억 발행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코레일과의 랜드마크매, 1500 CB
매계약이 무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 공모조건 내에 인수금액 항목을, CB
넣어 잔여분에 대해 일괄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44) 여기서의 삼성물산은 주주로서가 아니라 랜드마크빌딩의 시공사의 지위를 얻
기 위해 인수 의향을 제안한 것으로 주주배정을 통한 인수와는 구별되어CB CB
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들 코레일. ( ,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만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들에 대한 인수 물량, ) CB
은 시공권 부여를 통해 외부에서 조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결과에 대해.
이후 억원의 발행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하는데 민간사업자 측은 현실적2,500 CB
으로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감안하여 차 발행과 같이 시1 CB
공권 등과 연계를 통해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새로운 사장이 취
임한 코레일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발행계CB
획을 계속 거부하였고 결국 디폴트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 사업무산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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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는 이러한 발행 결과를 놓고 주주사들의 책임분담이라는 의미CB

가 퇴색되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년 월로 예정되었던 억원 규, 2012 3 2500

모의 차 발행 추진 시 외부건설사 시공물량 배분과 인수를 연동하는2 CB CB

방안에 반대하며 주주배정 방식을 고집했다 차 발행안은 년 코레. 2 CB 2012

일과 민간출자사간 갈등 속에서 발행계획이 계속 연기되다 년 월 주2012 11

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월 모든 출자사가 불참의사를, 12

표시하며 결국 무산되었다.

표 자금조달방식 및 특징[ 3-20]

자금조달방식 특징 본 사업 적용

부동산담보대출

(Bank Loan)

거액 자금 조달에 유리•

사업변화에 따른 자금 조달 유연•

자금조달 절차 편리•

은행권의 심한 간섭•

금융시장 변화에 민감•

부동산펀드

대출형( )

자금조달 용이•

보다 사업간섭이 적음Loan•

시공사 책임준공 요청•

대출기간 연장이 어려움•

부동산 ABS(ABCP)

단기 유동화 자금 조달 가능•

금융감독기관의 발행 제한•

시공사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 요청•

신용등급 산정의 어려움•

코레일 신용보강으로

총 조 천억원 조달2 4

Project Financing

지급보증 없음Sponsor•

장시간 소요 및 절차 복잡•

조달금리가 높다•

Mezzanine

Financing

지분투자와 대출의 혼용 가능•

저리 자금조달 가능•

지분전환시 기존 주주간 이해관계 발생•

만기 수익율 보장•

발행CB

년만기 년이후(5 , 3

주식전환)

토지상환채권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 축소•

은행권의 지급보증 필요•

장기 인허가 시간 필요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자체 승인)

사유지 보상시

활용예정

요 책임소재를 밝히는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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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2.

본 사업의 개발과정은 크게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발4 . ,

방향 결정 및 사업자 공모단계로서 철도정비창 부지를 공모형 사업으로, PF

개발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공모기준을 수립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기까지의, ,

단계이다 둘째 단계 사업추진과정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 , 1

계획 및 사업구도의 수정이 이루어지던 단계로 삼성물산이 사업의 주관사,

로서의 역할을 하던 시기이다 셋째 단계 사업추진과정으로서 사업정상화. , 2

방안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단계이며 전 국민연금공단 이

사장 출신인 박해춘 대표가 용산역세권개발 을 이끌던 초기 년의(AMC) 1~2

기간이다 넷째 개발사업의 종결 단계로서 서울시의 입장변화에 따른 인허. ,

가 난항 코레일의 시각변화와 출자사간 갈등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로 결국,

사업해제에 이르는 과정이다45).

본 논문에서는 주요 사안별로 관련주체간의 입장과 갈등양상 등을 중심으

로 사업진행과정을 서술하고자 다음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시3 .

와 드림허브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코레일 간의 관계에 따른 사업진행PFV( )

양상으로서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진행 측면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의, PFV

관계에 따른 사업진행양상인 사업협약 및 자금조달 측면 그리고 드림허브,

코레일 서울시 및 서부이촌동 주민간의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보상계PFV( ),

획 및 주민동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앞서 구분한 단계에 따라, 4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5) 주관사인 삼성물산이 경영권을 반납하고 코레일과의 사업정상화 협의가AMC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사업과 관련된 진전된
사항이 없어 단계와 단계를 합쳐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장에서는 단3 4 , 4 3
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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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향 결정 및 사업자 공모단계 년2-1. (2006~2007 )

개발계획 수립 과정 관련주체 서울시 코레일1) ( : ,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년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2001

정되어 용도지역 및 개발규모에 대한 기본지침만 마련되었고 추후 개발사,

업이 구체화될 때 개발계획수립을 통해 세부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되

어 있었다 기본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

및 준주거로 상향하여 업무상업주거 등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평균용적율 이하 최고높이 랜드마크 높이 로 개발규모가580% , 150m( 350m)

결정되었다 당시 서부이촌동 부지는 코레일 부지에 연접한 일부 지구만 자.

생적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공모형 사업으로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게 된 발단은 년 철도PF 2005

청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로 출범하면서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천( )

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되면서부터였다 철도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보.

유자산인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의 개발이 검토되었고 년 예비타당성검2005

토 년 정부주도의 개발구상 회의 및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2006 TF 2006

년 월 철도공사 종합경영개선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상에 용산역세8 ,

권 개발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되었다 월 코. 10

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사업자 공모를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갔다.

년 월 일 코레일의 공동개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는 건물높이2006 12 20

이상 목표용적률350m , 500%46)등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지구단위계,

획지침 상의 기준은 물론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조례상 상한치를 무시하는

46) 코레일 공모지침상 목표용적률은 사업대상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 연면적
비율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를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통상의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가용지 비,
율이 였던 점을 고려할 때 를 초과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60% , 800%
하고 운용하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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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내용의 사업.

자 공모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 사업자,

선정 이전에 서울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을 요청하였다 코레일 또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를 사전에.

예상하였으나 정상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

할 경우 사업자 선정까지 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2 ,

하루라도 부채상환시기를 앞당기는데 초점을 두어 사업자 조기선정 방안을

선택했다 민간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후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

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도록 할 의도였다47).

이에 따라 코레일은 년 사업자 공모를 잠정 연기하고 지구단위계획2007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이 때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평균용적률은 기존의 를 유지하되 용도지역상향580% ,

랜드마크빌딩의 높이 상향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허용 등에 대해,

서는 코레일 요청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단 동시개발에 따른 규모를. ,

감안하여 만평의 유보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추후 서부이촌5 ,

동 지역 재개발시 이주대상지 등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이해되

었다 코레일은 이를 두고 서울시가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
판단하여 그 결과에 반발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협의를 위한 팀 구성을 제안하였고 코레일은 부채상환TF ,

의 목적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의 목적 하에 년 월, 2007 4

일 월 일에 걸쳐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하였19 ~8 7

다 그 결과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통합개발방안이 월. 8

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일 발표되었다16 17 .

최종 결정된 내용에는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사업부지 확대 용적률 상,

향조정 주거비율 상향조정 층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설 등이 포함되, , 150

었으며 사업으로 추진하되 코레일 지분범위 내에서 서울시도 참여PF 29.9%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47) 최정희 전게서, 2011, .



- 57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사업이었던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한강을前
중심으로하여 한강변의 주요 거점의 토지이용 변화와 공간구조 재편을 통하

여 명품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서부이촌동 지역의 소위 병풍아파. ‘

트 로 불리는 판상형 아파트 중심의 한강 수변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과 연계하겠다는 판단 자체는 도시계획적 측면에

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었다 또한 서부이촌동 부지는 한강조망권. ,

은 좋으나 강변북로 및 경부선 철도로 접근성이 열악하고 소음이 심하며,

학교도 없는 등 기반시설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다 무엇보다 판상형 아파.

트들의 용적률이 에 육박하며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지번 가구들 역400% ·

시 현행 제도상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었기 때문에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컸다48) 서울시는 한강르.

네상스 계획의 핵심인 서부이촌동 및 철도정비창 부지개발을 실현할 방안으

로 서부이촌동을 코레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전체 사업부지의 를40%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한강에서 용산공원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공모시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용적률을 조. ,

례가 정하는 최대범위인 까지 허용하고 지상개발 연면적의 까지608% , 33%

허용하였는데 이는 년 월 심의결과에 비하여 매우 완화된 기준이었다07 3 .

48)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의 학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산정비창과 서부
이촌동이 통합개발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나 개발에 따른 부가
가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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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변경 과정 자료 최정희 재구성[ 3-21] ( : . 2011 )

구분 용적률 최고높이 용도지역 주거비율

2001
지구단위계획

평균580%
100~150m

랜드마크350m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상업 주거불허

코레일
최초 공모안
(2006.12)

사업대상지의
500%

약 이상( 800% )
350m 일반상업 미만50%

코레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2007.2)

평균610%
100~150m

랜드마크600m

종일반주거3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주거 허용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2007.3)

평균580%

랜드마크 최고

620m
랜드마크주변250m

100~150m

종일반주거3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준주거,

일반상업지역
주거 허용 만평(5
유보지 제외한

우선사업지의 20%)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자문
(2007. 8)

평균608%

랜드마크 최고

620m
랜드마크주변250m

100~150m

종일반주거3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지상 개발연면적의
33%

전체 면적의( 29%)

사업자 공모과정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2) ( : , )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을 위하여 취소되었던 사업자 공모는 서울시와의 합

의문 발표후 년 월 일 재공고되었다 재공모 마감결과 삼성물산2007 8 30 . , ‘ -

국민연금 컨소시엄과 프라임 현대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공모 제안서의’ ‘ - ’ .

평가는 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점 토지가격 점으로 구성되1000 700 , 300

어 있었다 사업계획서 항목은 다시 사업계획 개발 및 건설계획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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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개의 하위 세부항목을 가지는데 반해 토지가격4~13

항목은 단일 항목으로서 점 배점으로 제안사의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접300

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49).

철도 정비창 부지만 대상으로 한 최초 공모시 최저 토지가격은 조 천3 8

억원이었으나 서부이촌동을 사업부지로 편입한 이후 재공모시에는 조 천, 5 8

억원으로 상향되었다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 국민연금. -

컨소시엄은 최저기준가격을 훨씬 웃도는 조원을 제시했고 프라임 현대컨8 , -

소시엄의 경우에도 그에 육박하는 조 억원을 제시하였다 최초 공모시7 8,900 .

기준가격은 당 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최종 가격은 당3.3 3,500 , 3.3㎡ ㎡

만원 수준으로 년 사이 배 이상 상승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7,400 1 2 .

한 결과는 추후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기대 보상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

로도 작용하였다.50)

서부이촌동 개발대상지 편입과정 관련주체 서울시 코레일 주민3) ( : , , )

년 월부터 서울시와 코레일 공동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협의하2007 4

는 과정에서 서부이촌동은 사업대상지로 편입되었는데 월 개발행위허가, 6

제한에 대한 열람공고를 거쳐 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고 서울시의 통7 ,

합개발안 발표시점 월 일 직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급격한 지(8 17 )

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지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목격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부동

49) 박준수 대규모 민 관 합동형 사업 전개과정의 주체별 갈등 연구 용, 2013, · PF :
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년 월 억 만원에 거래가 됐던2007 1 4 7,000
것이 년 월에는 억원에 거래가 됐다 년 년 사이 대상지 내2008 9 12 . 2005 ~2010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년 년까지200% . 2001 ~2010
년 사이의 지가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용산구 평균 인데 반10 60.66%, 90.2%

해 서부이촌동은 무려 에 이르렀으며 년 한해 동안 공시지가는871.55% 2007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주민들은 당시 형155% .

성된 최고시세를 기준으로 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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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대책의 차원에서 월 일 이주대책기준일 공고가 이어졌다 이후 월에8 30 . 9

서울시는 사업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대책기준일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

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매매는 줄어들었으나 이에 반발하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주대책기준일은 이 날짜 이전에 등기접.

수가 된 원주민과 이후 주택을 매입한 전입자를 구분하는 기준일이기 때문

에 보상기준의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기준이 된다 이주대책, .

기준일을 조기에 결정한 이유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주대

책기준일 지정 이후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상승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분명하지만 이주대책기준일의 임의지정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고 투기

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일부 원주민들 역시 갑작스럽게 이주대책기

준일이 지정됨에 따라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

하였다51).

51) 이주대책기준일 지정 당시 실제 거주와는 달리 주소지를 외부에 등록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한 내용이 확대되어 투기세력에 의한
통합개발 반대 운동의 명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서부이촌동 동의자 모임의(
찬성주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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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발방향 결정 및 사업자 공모단계 사업진행과정[ 3-22]

구분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사업협약 자금조달,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 코레일 드림허브↔

주요이슈 도시계획결정 사업자 공모

2001. 7. 10 용산지구단위계획 수립 서울시( )

2006. 8. 23
용산철도정비창 개발계획확정: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

일환 코레일 건교부( , )

2006. 12. 20 개발사업자 공모 코레일( )

2006. 12. 22
사업자 공모지침 지구단위계획
불합치 지적 서울시 코레일( )→

2007. 2. 2 사업자 공모 잠정 연기 코레일( )

2007. 2. 15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 제출( )
코레일 용산구 서울시( )→ →

2007. 3. 2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서울시( )

2007. 4. 3 사업자공모 취소 코레일( )

2007. 4. 13
서울시 코레일 공동협의회,

운영(4.13~8.7)

2007. 6. 25

2007. 8. 1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특별계획구역 결정 서울시( )

2007. 8. 17

2007. 8. 30 사업자 재공모 코레일( )

2007. 10.

2007. 11. 2
삼성물산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코레일( )

2007. 12. 13
사업협약 체결

코레일 삼성물산 컨소시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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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3-22 ]

서부이촌동 보상 및 주민동의 사업시행 구분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주민/ ↔ ↔ 드림허브 관련주체

서부이촌동 사업구역편입 - 주요이슈

2001. 7. 10

2006. 8. 23

2006. 12. 20

2006. 12. 22

2007. 2. 2

2007. 2. 5

2007. 3. 28

2007. 4. 3

2007. 4. 13

개발행위허가 제한 안( )
열람공고 용산구( )

2007. 6. 2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 2007. 8. 16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합의문
발표 서울시코레일( , )

2007. 8. 17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서울시( ) 2007. 8. 30

대림아파트 주민 서울시
항의방문

2007. 10.

이촌동 주민 명 서울시청300
항의시위

2007. 11.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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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계 사업추진과정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업계획의 수정 년1 : (2008~2010 )

구역지정 관련주체 서울시 드림허브1) ( : , )

드림허브 는 공모당시 사업계획에 따라 년 월 구역지정제안서를 제PFV 08 8

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차 토지계약까지 완료되어 드림허브 는 사업, 2 PFV

대상지의 의 소유권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상 자격26%

이상 소유 이 미달되어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코레일 명의(2/3 ) .

로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거쳐 년 월 일 제안09 3 30

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하였다.

용산구청은 월 일에 구역지정 제안서를 승인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7 20 ‘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를 내었다 월 일까지 주간 건’ . 8 3 2 1,738

인 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찬성의견이 인으로 반대(3,113 ) 1,280 41%,

의견이 인으로 를 차지했다1,786 57% .

용산구청은 월 일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대림성원9 23 , ․ ․
동원 개 아파트 단지에서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통합개발 반대 의견서를3

구청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아파트를 존치하거나 사업방식 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동의서 접수 과정 및 구역지정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주민들의 항의 및 갈

등이 고조되자 주민들의 서울시 항의방문 자리에서 서부이촌동의 분리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대가 심한 개 아파트에 대한 존치 가능성이 알려. 3

지면서 해당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목격되기도 하였고 이에 동의자 협의회,

측에서는 서울시에 주민동의서 재접수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동의율 미만이던 개 아파트에 대한 동의서 재접수가 월50% 3 9 7

일 일간 이루어졌다~25 52).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년 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2009 12

52) 최정희 전게서,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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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며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전체적인 주민.

동의율은 약 수준이었으나 존치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아파트 단지의57% ,

동의율은 재접수 후에도 를 밑돌았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50% . ,

분리개발안에 대한 검토 끝에 통합개발 방향으로 결정내렸다53)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확보와 국토해양부 광역교통개선대

책과 연계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는. ,

년 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최종 확정됨과2010 4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년 말부터 이어져온 금융위기 여파로 당시 드림허브는 사업성08

악화와 자금조달 난항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고 구역지정 이후 상당기간 사,

업진행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사업의 동반자로.

서 서울시의 역할을 요구하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비율 완(608% 800%),→

화 서부이촌동 사업구역 내 시유지에 대한 서울시의 매입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서울시는 공모당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이미 용적률 상향을 허,

용한 바 있음을 확인시키고 요구수준의 용적률을 허용한 세계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였다 한편 주주간 갈등양상이 더욱 첨예해지. ,

는 과정에서 사업무산시 서울시 주도의 공영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현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양하는 입장이었다.

자금조달 난항과 사업협약 변경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2) ( : , )

년 월 사업협약 체결과 회사설립과정을 통해 드림허브 가 사업2007 12 PFV

자로 확정되었다 드림허브 는 코레일 롯데관광 삼성물산. PFV (25%), (15.1%),

및 삼성그룹 계열사 자산운용 등 개 출자사에서 자본금(14.5%), KB (10%) 30

조원을 출자하여 구성되었다1 .

53) 한겨례신문 년 월 일 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일부(2009 12 3 ) “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서부이촌동을 분리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한강변,
에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가 경관을 훼손하고 시의 개발 방향과도 배치돼 도시
계획위원회가 통합 개발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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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차 토지대금 및 년 월 차계약금은 자본금으로 충당하여 납부07 1 08 3 2

하였으나 년 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의, 08 9

여파로 대출 실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년 월부터 토지대금 미납이 시작PF 09 3

되었고 사업일정 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기관의 자금경색과 부실, . PF

의 표면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금융위기PF

로 인해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파로 인.

해 금융권의 신규 대출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PF 54) 미분양 적체 등 부동,

산 시장 악화로 인한 건설업 부실우려로 시공사의 경우도 대출시 통상적PF

으로 요구되어 오던 지급보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년이후 금융권 대출을 통한 토지대금 마련계획이 불가능해졌고 년09 , 09 3

월로 예정된 차토지 계약금 및 차 중도금을 미납하였다3 2 .

드림허브는 년 월 불가피한 사업 환경변화를 이유로 코레일과 사08 12 PF

업협약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수개월간 상호간의 협의를 진행하,

여 년 월 차 추가합의서에 합의하면서 사업협약을 변경하였다 주2009 10 1 .

요내용은 토지대금의 차 토지대금의 납입가간을 년에서 최장 년까지로3,4 5 7

연장하고 계약금의 비율을 에서 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 20% 10%

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권의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여 금융감독원의 발행 승인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코레ABS ,

일이 토지대금 반환확약을 제공함으로써 등급으로 발행에 성공하였고AAA ,

드림허브는 월 일 차토지계약금 및 차토지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었12 7 3 2

다.

그러나 년 월로 예정된 차 토지계약금 및 차토지 중도금은 또다2010 3 4 2

시 미납되었고 드림허브의 자금조달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 .

과정에서 드림허브는 코레일 및 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간의SI, FI CI

의견충돌이 심화되었다 코레일 롯데관광 등의 사는 대출 실행을 위하. , CI非

54) 금융시장에서는 대출 잔액이 증가되고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었으며 년2008 9
월 이후로 사업에 대한 대출 자제 및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금융권의PF .
자산건전성 악화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었으며 금융감독원에
서는 전 대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추가 악화에 대비한 대책 수립을PF
하고 있었다 자료 드림허브 내부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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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통상의 관행대로 건설투자자의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삼성물산을PF ,

포함한 는 출자비율에 따른 증자방안 등 책임분담을 주장하며 지급보증CI

을 거부하였다.

표 년 출자사간 의견 충돌 및 합의과정[ 3-23] 2010

자료 드림허브 내부자료 및 최정희 재구성( : 2011, )

구분
삼성물산 요구안(CI)

(2010. 6. 22)

중재안FI,SI

(2010. 7. 22)

코레일 최종 결정안

(2010. 8. 23)

코레일

역할

토지중도금 준공시까지∙
연기 및 이자면제

반환채권 추가제공∙
조원(1 )

분납이자 현가이자/∙
면제 최대 조원( 2.4 )

토지대금 정상납부∙
반환채권 추가제공∙

조원(1.82 )

분납이자 연기 조원(0.15 )∙
시설물 매입시기∙
확정 조원(1.2 )

랜드마크빌딩 매입제안∙

출자사

역할

지급보증 없음CI∙
전체 출자사 유상증자∙

조원(2 )

전체 출자사 자금대여∙
조원(1.3 )

지급보증 억원CI (0.95 )∙
업체 지급보증BIS∙

조원(0.05 )

전체 출자사 유상증자∙
조원(0.3 )

삼성물산 경영권 반납∙
및 지분양도AMC

지급보증 합의CI∙
전체 출자사 유상증자∙

조원(0.3 )

이러한 출자사간 공방 끝에 코레일은 사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수용FI/SI

불가 의사를 표시한 삼성물산에 사업포기를 종용하고 인 용산역세권개AMC

발의 경영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랜드마크 빌딩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

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분을 반납하고 의 단순 출자사의 지. AMC PFV

위로 돌아갔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의 구조변경과 함께 사업구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AMC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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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주민동의 취합과정 관련주체 서울시 드림허브 주민3) ( : , , )

이 시기는 드림허브 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주민동의 및PFV ,

보상안 수립 작업이 시작된 시기였다 통합개발 반대주민들은 서울시 및 드.

림허브를 대상으로 구역지정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으며 동의서 징구과,

정에서는 찬성주민과 반대주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서부이촌동 지역의 토지보상 및 수용은 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

었다 드림허브 는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년 월 월간 주민들을 대. PFV 08 3 ~5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전체의 가 참. 41%

여한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민간주도의 통합개발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2/3

가 넘게 나타났으며 개발시 보상문제 조망권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고, ,

평형대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았다40 55) 또한 구역별 요구사. ,

항 및 응답내용을 분석해보면 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단지인 성원 동원2000 ,

아파트의 경우 통합개발반대 및 존치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강조망.

권이 우수한 대림아파트의 경우 현 거주면적의 배 평형에 대한 입주권 제3

공과 함께 한강조망권에 대한 보장의견이 강했다 한편 단독 및 다세대 등. ,

소유자의 경우 통합개발에 찬성하며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경향을 보였

다.

년 월 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월말부터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였08 10 23 10

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과의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동의서 접수처, .

공사 방해 접수처 앞 시위 촛불시위 홍보요원 아파트 출입방해를 비롯 각, , ,

종 무력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진 주민들은 각.

각 주민조직을 만들어 구역내 개의 주민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동의11 ,

서 징구 과정에서 찬성주민과 반대주민간의 상호비방 및 갈등양상도 격화되

었다 동의자 협의회 측은 반대파인 비대위 관계자들이 대부분 이주대책기.

55) 드림허브 내부자료 설문조사는 주민의견 파악의 목적도 있었지만 사전에 실, . ,
소유자에 대한 파악과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동의세력의 비율
이 비교적 많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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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일 이후에 전입한 외부인들로 이루어져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

했으며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측은 동의자 협의회에 드림허브 관계자,

및 세입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56) 동의서 접수는 년08 10

월부터 년 월까지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의 동09 9 3 , 56.4%

의율을 보였다.

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동의율 현황[ 3-24]

전체
동의율

아파트 비아파트

소계 대림 성원 동원 소계 연립 기타

56.4% 39.2% 39.3% 31.8% 62.1% 85.4% 88.7% 78.6%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 주민들은 용산구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개발

만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벌였고 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

해 년 월 일 일에는 용산구청을 봉쇄하여 드림허브에서 도시개발09 3 16 , 17

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 자체를 저지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개 아파트 단지에서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통합개발 반대 의3

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아파트를 존치하는 내용의 지구

지정안을 월 서울시에 올릴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 또한 기존9 . ‘

통합개발안에 무게를 두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

다 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서울시와 용산구가 분리개발에 대안 검토’ .

의견을 발표하자 찬성파 주민들은 주민동의율이 사업시행 조건인 를, “ 50%

넘어선 이상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최근 주민

들이 분리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은 대다수 주민의 진정성이 아니기 때

문에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개발이 아니라 통합개발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

다 고 주장하며 구역지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57).

년 월 구역지정 고시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 통합개발 반대 주민들2010 4 ,

56) 최정희 전게서, 2011, .
57) 파이낸셜 뉴스(2009. 8. 20)



- 69 -

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년에는 드림허브 내에서 자금조달문제가 불거. 2010

지면서 사업진행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물리적 충돌은 소강상태에 들어갔으

나 출자사간 갈등이 외부로 전해지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점차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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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계 사업추진과정[ 3-25] 1 -1

구분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사업협약 자금조달,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 코레일 드림허브↔

주요이슈 구역지정 자금조달 실패와 사업구조개편

2007. 12. 18
드림허브(PFV),

용산역세권개발 설립(AMC)

2008. 2 토지매매계약 체결

2008. 3. 3

2008. 3. 31
차토지중도금 차계약금 납부1 , 2

드림허브 코레일( )→

2008. 5

2008. 7. 9

2008. 8

2008. 9. 3~10

2008. 10. 23

2008. 10. 30

2008. 12. 17
금융위기에 따른 여건변화로PF

사업협약변경 논의개시

2009. 3. 17

2009. 3. 30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 및

개발계획 접수 드림허브 용산구( )→

2009. 3. 31 차토지중도금 미납 드림허브2 ( )

2009. 4. 13
차토지 환매권 행사 통지2
코레일 드림허브( , 4.14)→

2009. 4. 16

2009. 7. 20
~ 8.3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공람공고 용산구( )

2009. 8. 7

2009. 9
공기업계약사무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
2009. 9. 7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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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3-25 ]

서부이촌동 보상 및 주민동의 사업시행 구분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주민/ ↔ ↔ 드림허브 관련주체

동의서 접수와 주민갈등 최고조 국제현상공모 주요이슈

2007. 12. 18

2008. 2

통합개발반대 주민의견서 제출
주민 용산구( )→

2008. 3. 3

주민대상 설문조사
드림허브( , 3.27~5.24)

2008. 3. 31

마스터플랜 랜드마크타워,
국제설계공모

2008. 5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무효확인 소송
주민 서울시( )→

2008. 7. 9

토양오염현황 정밀조사 착수
(~2009.3)

2008. 8

현장방문상담소 운영 서울시( ) 2008. 9. 3~10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드림허브 주민( )→

2008. 10. 23

주민동의서 접수 개시
주민 드림허브 월( , ~‘09.9 )→

2008. 10. 30

2008. 12. 17

구역지정 신청서 접수 저지 주민( ) 2009. 3. 17

2009. 3. 30

2009. 3. 31

주민항의방문시 이촌동 분리개발
가능성 제기 서울시 주민( )→

2009. 4. 13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09. 4. 16

구역지정 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서
제출 천건 중 이상 반대(3 50% )

마스터플랜 설계 착수
월 년 월(SDL, ‘09.7 ~’10 1 )

2009. 7. 20
~ 8.3

철도시설 이전공사 발주 코레일( ) 2009. 8. 7

2009. 9

주민동의서 재접수 대림 성원( , ,
동원아파트주민 드림허브)→

2009. 9. 7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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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계 사업추진과정[ 3-26] 1 -2

구분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사업협약 자금조달,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 코레일 드림허브↔

주요이슈 구역지정 자금조달 실패와 사업구조개편

2009. 9. 23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서 제출

용산구 서울시( )→

2009. 10. 28
제 차 사업협약 변경1

코레일드림허브( , )

2009. 11. 12

2009. 12. 2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2009. 12. 7
차토지 중도금 차계약금 납부2 , 3

드림허브 코레일( )→

2010. 3. 31 차토지중도금 차 계약금 미납2 , 4

2010. 4. 19
건설출자사 지급보증 요구 및

건설출자사 반대

2010. 4. 22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서울시( )

2010. 6. 22
사업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협조사항 제안 삼성물산( )
사업정상화 방안 제안 삼성물산( )

제외한 모든출자사 반대_CI

2010. 6. 25

2010. 7. 5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최후통첩

코레일 삼성물산( )→

2010. 7. 12

2010. 7. 20
토지매매중도금 등 납부이행
청구소송 코레일 드림허브( )→

2010. 7. 21
사업정상화 방안 중재안 제시

롯데관광 푸르덴셜( , KB, )

2010. 7. 26

2010. 8. 6
중재안에 대한 수용거부

삼성물산 및( CI)

2010. 8. 10 서울시 공영개발 가능성 시사

2010. 8. 19
용산역세권개발 경영권(AMC)
반납요구 코레일 삼성물산( )→

2010. 8. 31 삼성물산 경영권 반납 결정

2010. 10. 4
용산역세권개발 지분양도(AMC)

삼성물산 롯데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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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3-26 ]

서부이촌동 보상 및 주민동의 사업시행 구분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주민/ ↔ ↔ 드림허브 관련주체

동의서 접수와 주민반대 최고조 국제현상공모 주요이슈

2009. 9. 23

2009. 10. 28

코레일부지 토지정화명령
용산구 코레일드림허브( , )→

2009. 11. 12

2009. 12. 2

2009. 12. 7

2010. 3. 31

2010. 4. 19

2010. 4. 22

2010. 6. 22

토양오염 정화사업 발주
코레일드림허브 삼성물산( , )→

2010. 6. 25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소송제기
대림 성원아파트 주민 명( , 8 )

2010. 7. 5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소송제기
동원아파트 주민 명( 16 )

2010. 7. 12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소송제기
서원아파트 주민 명( 6 )

2010. 7. 20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소송제기
이촌동 생존권 사수연합( )

2010. 7. 21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 소송제기
대림성원중산아파트 명( , , 299 )

2010. 7. 26

2010. 8. 6

2010. 8. 10

2010. 8. 19

2010. 8. 31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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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계 사업추진과정 사업구조 조정에 따른 사업추진 기틀마련 년2 : (2010~2012 )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변경 관련주체 서울시 드림허브1) , ( : , )

년 월 발표된 코레일의 사업 정상화 조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2011 7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국면을 조성하였다 사업정상화조치에.

힘입어 드림허브는 월 일 차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함으로써 코레일 소9 30 4

유의 부지를 모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된 것

이다 년 월 일 드림허브 는 년 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1 10 20 , PFV 2010 4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년 개월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공식1 6

지정되었다 또한 월 일에 사업인정고시 토지세부목록고시 를 받으며. 10 27 ( )

수용사용권을 확보하고 보상업무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자.․
공모당시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구역지정 시점의 개발계획이 마스

터플랜 공모 및 그간의 사업협약 변경 등을 거치며 크게 변화되어 같은 해

월 일 개발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에 신청하였다11 3 .

그러나 그해 월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선 결과에 따라 오세훈 시장이, 11 前
물러나고 박원순 신임 시장이 취임하였는데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이었, 前
던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대폭 수정 및 취소되었고 특히 주민반발이 극심했,

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한 방향의 수정 요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박원순 신임시장은 각종 뉴타운 출구전략들과 함께 용산개발구역 내 서부이

촌동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서울시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인허가 진행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개발계획 변경신청과 관련한 인허가 진행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사업정상화 방안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2) ( : , )

년 월 삼성물산의 경영권 반납이후 드림허브 와 코레일은 그간2010 10 , 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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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월 차 추가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재차 사12 2

업협약을 변경하였다 차 사업협약 변경의 주요내용은 코레일이 삼성물산. 2

의 사업주간사 지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방안이 구체화된 것으로,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매입 확약 및 선결조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차 토4

지매매계약을 차로 분할하여 체결 내용 등이다 코레일은 시공사4-1, 4-2 .

지급보증 조원 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선결되는 조건하에 년도1 , 3 2011

하반기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용산역세권개발 은 대 대표로 박해춘 대표를 영입하여 새로운 조(AMC) 2

직으로 출발하였고 삼성물산으로부터 인수한 지분은 지급보증 조건하, AMC

에 새로운 건설주간사를 모집하여 양도하는 방향으로 건설주간사 모집활동

을 벌였다 전체 시공물량 중 는 기존 를 대상으로 할당하며 는. 20% CI , 80%

지급보증을 제공한 건설사에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 외부

건설사에 대한 문호개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년 건설사는 침체. 2010~2011

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부도위협이 커졌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IFRS)

따라 부채비율 상승을 우려하여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삼성물.

산이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대외적으로 노출한 상황에서 타 건설

사가 사업참여를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년 월부터2010 10

년 월까지 진행된 외부건설사 모집은 성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2011 4 , 4-2

차 토지계약금을 비롯한 토지대금의 연체와 사업일정 차질이 계속되었다.

결국 코레일은 드림허브와의 계속되는 협의 끝에 년 월 사업정상화2011 7

방안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데 합의했

음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변경조건은 년부터 도래하는 총 조 억. 2012 5 3,000

원에 이르는 전체 토지대금의 납부일정을 사업말기로 조정한 것이다 미납.

토지대금의 조 억원 는 준공 년전 시점에 나머지 조 억30%(1 6,000 ) 1 , (3 7,000

원 는 준공 이후에 받는 조건으로 변경함으로써 모든 대출이 전면 중단) , PF

된 상황에서 외부차입으로 납부해야 했던 토지대금의 대부분을 분양 잔금으

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또한 토지인도 후 이자부과 조건에 따라. , “ ”

철도정비창 시설 이전 및 토양오염원 매립폐기물 처리공사가 끝나는 년/ ‘13 5

월 이후부터 관련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토지대금의 분할납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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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 억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했다1 3,630 .

이와 함께 코레일은 지난해 월 선매입하기로 발표한 랜드마크빌딩의 가10

격을 확정하고 매입가격 조 억원 계약금도 년 월 일과( 4 1,600 ), 2011 9 2 2012

년 월 일에 각각 씩 나눠 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역3 31 10% .

세권개발은 계약금 억원 을 포함해 잔금 를 활용한 매출채권 유동(8,320 ) 80%

화 등 조 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2 4,960 . ,

코레일의 사업정상화 계획에 부응해 드림허브 측도 월 일과 년PFV 9 1 2012 3

월 일에 각각 억 억 총 억원의 자본증자를 단행하기로31 1,500 , 2,500 4,000

전격 결정하며 서부이촌동 보상과 초기 개발자금에 대한 조달문제를 해결하

는 듯 보였다.

표 드림허브 코레일간 사업협약 변경 과정[ 3-27] -

구
분

차 추가합의서1
(2009. 10. 28)

차 추가합의서2
(2010. 12. 29)

차 추가합의서3
(2011. 7. 13)

주
요
내
용

차계약 분납이자3,4∙

부과기준 변경 계약일(
이후 점유 사용시점,→

이후)

차토지 분납기간 및3,4∙
분납비율

조정 년 각 년(5 7,6 ,→

계약금 비율 축소 등)
차 토지매매계약일정3∙

변경

토지대금 일부를∙
완성건물로 납부가능타(
출자사 현물매입 참여시)

차 토지매매계약의4∙
분할체결 차 차(4-1 , 4-2 )

및 대금납입일정 조정
조건부 랜드마크빌딩∙
매입확약시공사(

지급보증 조 유상증자1 ,
천억원 선결3 )

년 이후2012∙
전체토지대금을

준공시점 및(70%)
준공 년전 시점1 (30%)

납부

분납이자 납부시점∙
변경 토양오염정화 완료(
후 시점으로 연기)

분납이자 및 현가이자∙
조정

랜드마크빌딩 매입 조(4∙

억 규모1,600 )
출자사 대상 발행 차CB (1∙

년 월 차 년‘11 9 , 2 ’12

월3 )

효
과

토지대금에 대한 자금∙
흐름 개선

토지비 관련 이자 감소∙

발행 승인에 따라ABS∙
차 토지계약금 등 납부3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매입선언 명시

토지대금 관련 자금조달∙

부담 해소준공시점(
분양금으로 납부가능)
랜드마크 빌딩 매입∙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유동화로 약 조원의2.5

자금조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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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업정상화 방안은 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다시 정상2011 2010

궤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차토지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사업. 4

시행자 지정요건이 완비되었고 랜드마크 빌딩 매각계약과 시공사 선정을,

통해 보상작업을 비롯한 사업비용 마련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철도,

시설철거가 완료되고 토양오염 정화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기공식이 개최

되었고 또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별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작업이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서부이촌동 보상주체로서 공사의 참여 관련주체 서울시 드림허브3) SH ( : , )

년 월 일 드림허브 는 공사와 서부이촌동 보상업무 위탁협2011 9 8 , PFV SH

약을 체결하였다 주민보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자 풀어야 할 숙제였는데 이를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가 지원하고,

공사가 일을 맡게 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였기SH

때문이었다 공사는 물건조사 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전반을 맡아 수행하. SH ,

기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전담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보상실무 전문가를

파견해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 10

수하여 년 말까지는 모든 보상업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 현지주2013

민과 사업시행자 서울시 코레일 공사 등 사업주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 , SH

위해 합동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여 가구에 만여명이 거주하는 서부이촌동은 통합개발을 위한 법적2,300 1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보상 및 이주대책 등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이 있었다.

드림허브는 주민참여형 보상 방침을 정하고 개에 이르는 대표기구를 용‘ ’ 10 ‘

산역세권개발협의회 로 통합해 보상방법과 일정 이주대책 등을 협의 결정’ , ,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서부이촌동 대림 성원 중산 동원아파트의, , ,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부이촌동 주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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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계 사업추진과정[ 3-28] 2

구분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사업협약 자금조달,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 코레일 드림허브↔

주요이슈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정상화 발표

2010. 10. 7
용산역세권개발(AMC)

박해춘대표 취임

2010. 11. 5 자금난 해소방안 발표 드림허브( )

2010. 12. 14
차 토지 중도금 및 차 토지2 4-1

계약금 등 납부 드림허브 코레일( )→

2010. 12. 29
제 차 사업협약서 변경2

코레일 드림허브( , )
2011. 2. 차 토지 계약금 미납4-2

2011. 4. 7

2011. 7. 13
제 차 사업협약변경 사업정상화3 ,

발표 코레일 드림허브( , )

2011. 7. 15

2011. 9. 6

2011. 9. 8

2011. 9. 28 억 발행1,500 CB

2011. 9. 30
차 토지계약금 납부4-2 ,

코레일부지 매입완료

2011. 10. 6
토지세목조서 및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제출

드림허브 용산구( )→

2011. 10. 20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서울시 드림허브( )→

2011. 10. 27
토지세부목록고시 사업인정고시( )-

사용권확보

2011. 11. 3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접수 드림허브 용산구( )→

2011. 11. 17

2011. 11. 24
주민의견수렴 후 인허가 절차 진행

방침 결정 서울시( )

2011. 12. 27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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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3-28 ]

서부이촌동 보상 및 주민동의 사업시행 구분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주민/ ↔ ↔ 드림허브 관련주체

공사의 보상업무위탁SH 기공식개최 건축설계 진행, 주요이슈

2010. 10. 7

2010. 11. 5

2010. 12. 14

2010. 12. 29

2011. 2
랜드마크호텔 선매각 체결MOU

드림허브미래에셋( , )
2011. 4. 7

공사 보상위탁계획 공표SH
드림허브 공사( , SH )

2011. 7. 13

철도시설철거 및
토양오염정화사업 착수
드림허브삼성물산( , JV)

2011. 7. 15

마스터플랜 확정 및
빌딩별 설계사 선정

2011. 9. 6

보상위탁 협약 체결
드림허브 공사( , SH )

2011. 9. 8

랜드마크빌딩 시공사 선정
삼성물산-

2011. 9. 28

랜드마크빌딩 선매각 계약
드림허브 코레일( , )

2011. 9. 30

2011. 10. 6

개발사업 기공식 2011. 10. 11

공사업무정지가처분 신청SH
개아파트 비대위(5 )

2011. 10. 27

2011. 11. 3

시민참여형 보상추진계획 발표
드림허브( )

2011. 11. 17

주민갈등해소 회의 구성TF 2011. 11. 24

건축설계 컨셉디자인 완료 2011. 12

건축설계 기본설계 완료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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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공사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통합개발 저지에 나서고SH

있었다 이들 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

이 민간기업의 보상업무를 떠안는 것은 설립목적과 배치된다 고 주장하며’

공사가 보상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H .

한편 년 사업이 다시 추진동력을 얻기까지 사업은 상당기간 지체되, 2011

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서부이촌동 주민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이었다 월 일에는 이촌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대. 11 17 50

남성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생계지원특별자금을 신청했

으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58).

58) 동아일보 년 월 일자2011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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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발사업의 종결 사업주체간 갈등과 사업협약의 해제 년: (2012~2013 )

인허가 절차 진행 중단 관련주체 서울시 드림허브1) ( : , )

년 월 서울시장 재보선에 따라 박원순 신임시장이 취임한 이후2011 10 ,

서울시는 이전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상당부분을 축소하고 뉴타운 출구전

략을 시행하는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정정책기조를 확립했다 따라서 월 용산구에 개발계획변경 제안서 접수를. 11

마친 드림허브 로서는 향후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수립 그리고 개별 건PFV ,

축물 인허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의 인허가 절차 진행이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서울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선행한 후 인허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으

로 주민갈등해소 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 TF

다 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이어졌고 합의를 이루기까지. TF 2011 11 2012 10

의 상당한 기간동안 사실상 인허가 절차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었다 당.

시 주민의견수렴 방안을 놓고 찬반투표의 형태 이상 구역해제 요청시, 30%

구역을 분리하는 방안59)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뉴타운 정비사업 출구전,

략에 근거한 방법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동의율을 기 달성한 사업장50%

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적 소지가 있음에 대한 논란을 일

59) 이는 당시 뉴타운 출구전략을 기준으로 논의된 것으로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자체가 설립되지75%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출구전략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용산개발사업은,

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수용 사용방식임에도 반대 이상인 경우50% , 30%
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더 큰 논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한다는 것조차 법적인 근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표는 사실상 의견수렴을 할 수도 안 할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보상을 위탁받은 공사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보상을 통해 서울시의 시책사SH ,
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선례를 남기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여 보상절차
의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드림허브 역시 인허가 기 관의 수장의 발표를 무시PFV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보상관계자 인터뷰(PFV ).



- 82 -

으키기도 하였다 드림허브 는 보상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의. PFV

완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의 시 지속적으로 인허가 절차와 주,

민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보완조치 등의 사유로 더딘,

진행을 계속하다 주민여론수렴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년 월에서야2012 12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보상계획발표 및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

서도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나 년 불거진 드림허브 내부의 출자사간 갈, 2012

등 코레일 민간출자사 으로 단계별 개발 논란이 대두된 것도 또 하나의 지( )↔

연 요인이었다 이로 인해 드림허브는 개발계획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년 월 중 실시계획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구역지정 후2013 4 3

년이 경과하여 구역지정이 취소되는 현안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

발계획 승인 전인 년 월 일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개발계2013 4 1

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동시에 받는 방안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나,

년 월 일 코레일의 최종적인 사업협약 해제로 인하여 사업은 종결2013 4 29

되었다.

출자사간 갈등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2) ( : , )

년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월 기초자치단체 재보선 출마를 선언하2011 10

며 코레일 사장에서 물러났고 후임으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정창영 사,

장이 년 월 취임하였다 허준영 사장은 년 월 사업정상화방안을2012 2 . 2011 7

이끌어낼 정도로 용산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였으나 정창영 사장 체,

제하에서 신규 임명된 명의 코레일측 드림허브 이사진은 이전의 계획안에3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상반된 관점을 보였다.

년은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레2012 ,

일은 보상착수 이후 또다시 사업위기가 닥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고 보아 서부이촌동의 분리개발 단계별 개발 안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원( )

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랜드마크타워 잔금에 대한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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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채권 유동화 및 차 분양블럭의 분양대금으로 보상재원 조달이 계획되어1

있었던 만큼 미분양손실에 대한 우려에서 드림허브 사업계획에 대한 고분,

양가 책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년 월부터 코레일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단계개발론은 보상계획안2012 7

승인을 앞두고 보상재원 조달방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정비창 부지를 먼저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서부이촌동 보

상을 실시하는 계획이 대두되었는데 민간출자사 측에서는 현재까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급

작스러운 코레일의 입장 변화에 대해 반발하였다 단계개발로 전환 시 기존.

주민동의서가 효력을 상실하여 주민동의와 인허가 절차를 신규로 다시 받아

야 하는 문제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토지비 및 공,

사비 상승으로 조 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1 1470 60).

이에 대해 코레일은 오히려 만평 규모의 시설이 일시에 준공되는 현재100

의 사업계획이 미분양 미입주로 인하여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단계별 개발,

로 분양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단계개발계획은. 07

년 이주대책기준일 지정 이후 이미 년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 있던 서부5

이촌동주민보상이 또다시 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 동의한 주민2~3

들의 반발이 예상되었고 공모당시와 토지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코레,

일 토지대금 조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민간 출자사들이 피력함에 따8

라 현실적으로 많은 난항이 예상되었다.

또한 년 월로 예정되었던 차 의 발행방식을 놓고 출자사간 의2012 3 2 CB

견이 상충하여 발행이 완료되지 않자 이에 대한 조건부로 약정되었던CB ,

랜드마크빌딩 차 계약금의 납입 또한 연기되었다 이로 인해 년 월2 . 2011 7

코레일과의 사업정상화 합의 이후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보였던 자금문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60) 매일경제 20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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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단계개발론과 통합개발론 비교[ 3-29]

구분 코레일 주장 민간출자사 주장

사업방식 단계개발 통합개발

제시근거 현재 보상재원 조달방안 비현실적 주총승인을 통한 정식 사업계획

보상재원
조달

자본금 조원으로 증액3
철도정비창부지 선개발 후
수익금으로 서부이촌동 보상

랜드마크매각대금 유동화 조 천억(1 7 ),
및 단계분양 아파트 및 오피스1

대금 조 천억 조달가능5 6

사업성

기존계획은 미분양으로 인한 적자
불가피

완공시기 단계별 조정으로
분양리스크 헤지 필요

단계별개발 전환시 준공시점 코레일
토지대금 회수 이전에 민간출자사에

원금 및 대 수익 보장2~3%

단계개발시 사업기간 년이상 연장3
토지비 공사비용 등의 증가로,
조원 적자 발생현 사업계획 상1.7 (

억 흑자2.7 )

기타

기존 주민동의서 효력상실로
주민동의 및 인허가 절차 다시

시작해야함
보상시점 연기시 주민동의 불가능
공모당시와 토지조건이 변동되므로
조원 토지대금에 대한 조정 필요8

롯데관광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출자사는 차 발행시 기존 출자사의1 CB

실권주에 대하여 랜드마크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전액 인수한 사례를 들어 2

차 발행 또한 건설 예정 물량을 위한 시공사 공모시 인수 조건을 포CB CB

함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출자사들의 책임을.

요구함과 동시에 건설사를 통한 자금조달은 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

문에 전액 출자사 인수방식을 고집하였고 발행은 무산되었다 년, CB . 2012 9

월 코레일은 단계별 사업계획으로 전환 자본금 조원으로 증자 롯데관광, 3 ,

보유 지분 회수를 이사회에 상정하며 양측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AMC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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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민간출자사 주요쟁점[ 3-30] vs ( )

구분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개발방색
단계개발 코레일부지 개발( ,先 後

서부이촌동 개발)
현행 사업계획 대로 통합개발

자본금 규모 조원으로 증자3 현행 조 천억 유지1 4

사업비 확보
주주배정 발행CB

또는 제 자 출자를 통한 공모3
시공권 연계 발행 및CB
랜드마크 매각대금 유동화

시공권 배분 경쟁입찰을 통한 배분 출자 발행와 시공권 연계(CB )

경영권AMC
롯데관광 보유

삼성물산 지분 인수(45.1%)
및 대표 교체AMC

코레일에서 제 자 투자자3
유치시 반납

코레일은 자본금 규모가 총사업비의 약 에 불과한 사업구조에 불안전3%

성을 이유로 자본금규모를 조원 규모로 늘이는 증자안을 제안하였는데 민3 ,

간출자사는 추가 납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펀드 출자사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등으로 추가 출자가 제한된 상당수의 건설출자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의 긴급제안에 대해 드림허브 이.

사회는 안건 상정전에 무산되는 등의 파행을 거듭하여 안건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렇게 년 하반기가 되자 드림허브의 잔고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보2012

도하는 기사가 수시로 발표되었고 월 일자로 코레일 사업부지에서 진행, 9 3

중이던 토양오염정화공사도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월 일 결국 코레일이 당초 주장했던 대로 주주배정을 통한 차12 12 2 CB

발행이 예정되었으나 다수의 출자사에서 불참이 예상된 가운데 코레일 또,

한 추가 납입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참여하지 않아 불발되었고,

년 이후 계속되는 이자 납입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코레2013 ABS, ABCP

일과 민간출자사의 의견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년 월 일 선이자 억원을 미납하면서 기한이익상, 2013 3 12 ABC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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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따른 디폴트가 발생하였다 코레일은 일 긴급자금지원 및 사업정상. 15

화 방안을 민간출자사를 대상으로 제안하였고 특별합의서를 배포하며 월, 4

초까지 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별합의서의 내용은 향후 코레.

일이 현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을 코,

레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민간출자사는 일체의 기득,

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월 일 출자사의 의견 회신 결과 코레일의 사업정상화 방안은 부결되었4 5

고 며칠 후인 월 일 코레일은 이사회를 통해 용산개발사업을 청산하기로, 4 8

결정하고 월 일 드림허브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사업은 종결4 29

되었다.

보상계획 발표와 주민의견수렴 서울시 드림허브 주민3) ( , , )新

이 시기에 불거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서울시장 교체 코레일 사장 교,

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는 모두 서부이촌동 보상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박원순 신임 시장의 주민의견 수렴 방침 또한.

년 최초 사업구역 편입 당시부터 이어진 각종 민원과 시위에 따른 영2007

향이었고 년 코레일의 분리개발 혹은 단계별 개발 주장 또한 임박한, 2012

보상시점에서 일단 보상에 착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는 생각에서 보‘ ’

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년 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는 드림허브와 함께 주2011 10 ,

민갈등해소 팀을 구성하고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보상추진 계획을 협의TF

하였다 회의에서는 보상계획에 대해서 드림허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TF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그, ,

기간 코레일 이사진을 중심으로 보상재원조달 계획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보상계획안이 이사회에 의결을 받지 못하고 상당기간 표류하였다61) 서울시.

61) 당초 계획상 년 월 보상계획을 협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월 중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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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코레일 및 드림허브가 언론을 통해 단계별 개발론을 검토하고 있음

을 내비치며 보상계획의 발표를 늦추는 것에 대해 주민민원이 극심하고 향

후 사업추진에 장애가 예상된다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월 일에 드림허브는 사유지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발표하였고8 24 62) 이,

후 월 일 월 일에 걸쳐 구역별 아파트 단지별 소규모 주민설명회의8 30 ~9 7 ( )

방식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드림허브는 약 조원 규모의. 3

보상계획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법정보상과 함께 사업시행자」

차원에서 개발이익을 주민과 배분하는 측면에서의 민간 혜택을 제공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정보상금만으로 약 조원 민간혜택으로 약 조원 규. 2 , 1

모로 발표되었다63) 민간혜택의 주요내용은 기존 소유주택면적에 대해서는.

보상단가와 상관없이 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며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일반1:1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의 분양가 할인 최대 만원까지 이주지원금 지, 3,500

원 입주시까지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중도금 무이자 대출알선, ,

등 이었다64).

서울시와 드림허브는 년 월 주민갈등해소 팀을 구성한 이후 주2011 11 TF

민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년 이상 계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년 월에1 , 12 12

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요건을 준용하여 서부이촌.

동 권역별로 구역해제요청서를 접수하여 이상 될 경우 구역에서 제외하30%

보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월 일 보상계획이 발표되기까지 보상자금, 8 24
마련 계획에 대한 코레일을 비롯한 출자사간 이견으로 보상계획안 합의가 지연
되었으며 상정조차 못하고 이사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

62) 보상계획안의 이사회 통과 후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내며 코레일 이사진PFV , 3
인은 보상계획안에 반대했음을 밝히기도 하여 보상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63) 조선일보, 2012. 8. 28
64) 공모 당시와 달라진 점은 무이자 대출에서 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변경

되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는 같지만 무이자 대출은 사업시행자가 대출.
해주는 것으로 신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반면 이자 대납조건은 주민들 명
의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조건이므로 실질적인 부채의 상환의무가 주민에게
이전되는 조건의 변경이었다 이러한 조건의 변경은 반대주민들에게 사업시행.
자인 드림허브의 신뢰도를 공격받는 사유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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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업 종결 과정[ 3-31] -1

구분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사업협약 자금조달,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 코레일 드림허브↔

주요이슈 구역지정해제 출자사간 갈등고조 및 디폴트발생

2011. 11. 20

2011. 11. 24
주민의견수렴 후 인허가 절차 진행

방침 결정 서울시( )

2012. 6. 11
코레일측 사업계획 재검토 요청
드림허브 이사회 코레일 이사 인( 3 )

2012. 7. 18 주주배정 발행 무산CB

2012. 7. 26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요청서 제출 용산구 서울시( )→

변경사업계획 확정,
서부이촌동 보상계획안 미승인

2012. 8. 24

2012. 9. 17
코레일 사업구조개편안 관련

드림허브이사회무산 단계별 개발( ,
자본금증자 지분회수건, AMC )

2012. 10. 23
개발계획변경 안 보완요청( )
서울시 용산구 드림허브( )→ →

2012. 11. 8 억원 주주배정 발행 결의2,500 CB

2012. 11. 12

2012. 11. 23
개발계획변경 안 보완조치계획( )
제출 드림허브 용산구 서울시( )→ →

2012. 12. 12 억원 주주배정 발행 무산2,500 CB

2012. 12. 28 개발계획변경 인허가 절차 재개

2013. 2. 7
발행을 통한 긴급자금ABCP

조달에 대한 코레일 반환확약 거부

2013. 3. 12
드림허브 선이자 미납에ABCP

따른 디폴트 발생

2013. 3. 15
코레일 긴급자금지원 및
사업정상화방안 제안
코레일 민간출자사( )→

2013. 4. 1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드림허브 용산구( )→

2013. 4. 5 코레일 사업정상화 방안 부결

2013. 4. 8 코레일 용산개발사업 청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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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3-31 ]

서부이촌동 보상 및 주민동의 사업시행 구분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주민/ ↔ ↔ 드림허브 관련주체

주민의견 재수렴 방안 사업중단 주요이슈

서울시 주민여론수렴 방침
서울시 박원순 신임시장( , )

2011. 11. 20

주민갈등해소 구성TF
(2011.11~2012.10)

2011. 11. 24

보상계획안 이사회부결
드림허브( )

2012. 6. 11

분리개발논란에 따른 코레일
이사진 면담요청 찬성주민( )

2012. 7. 18

보상계획안 이사회부결
드림허브( )

2012. 7. 26

사유지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발표 드림허브( )

2012. 8. 24

보상 및 이주대책설명회
드림허브 주민( , 8.30~9.7)→

토양오염정화공사 중단 (9.3) 2012. 9. 17

2012. 10. 23

2012. 11. 8

개구역 대책협의회 찬성주민11 ( )
찬 반의견 수렴거부 통고서 발송/

2012. 11. 12

2012. 11. 23

2012. 12. 12

주민여론수렴방안 합의 2012. 12. 28

2013. 2. 7

2013. 3. 12

2013. 3. 15

2013. 4. 1

2013. 4. 5

손해배상소송제기 기자회견
개구역 대책협의회(11 )

201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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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업 종결 과정[ 3-32] -2

구분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 사업협약 자금조달,

관련주체 코레일 드림허브 서울시/ ↔ 코레일 드림허브↔

주요이슈 구역지정해제
출자사간 갈등고조 및

디폴트발생

2013. 4. 8 코레일 용산개발사업 청산 결정

2013. 4. 9
사업 조정위훤회 조정PF

신청 드림허브 국토부( )→

2013. 4. 11 코레일 토지대금 차분 반환1

2013. 4. 29
코레일 사업협약 해제 통지

코레일 드림허브( )→

2013. 6. 7 코레일 토지대금 차분 반환2

2013. 9. 5 코레일 토지대금 차분 반환3

2013. 10. 4 코레일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2013. 10. 10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해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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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은 뉴타운 정비사업과 법적 근거가,

다른 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통합개발에 대한 동의율 를 확보하여50%

이미 구역지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대다수가 통합개발 자체는 찬성하지만 보상안에 대한 반대가 우세한 상황으

로 단순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

다.65) 따라서 보상금액을 먼저 제시하여야 정확한 찬반의견 수렴이 가능하

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수행 이후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감정평가금액 확정 후 보상수용여부를 결,

정하는 통상의 절차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되었다66).

그러나 년 하반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진통, 2012

의 여파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보상작업 착수 이전에 사업은

종결되었다 코레일에서 사업청산을 결정하던 년 월 일 이촌동 개. 2013 4 8 11

구역 대책협의회 동의자모임 는 서울시와 코레일을 상대로 재산권 행사제약( )

과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재산세 상승분 등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소송참,

여자와 소송규모는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되었고67) 각 참여주체,

간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65) 한국경제, 2012. 10. 4
66) 감정평가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주민들은 보상을 강행하

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드림허브에 감정평가 이후,
서울시가 주도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각서를 통해 반대주민에게 감정평가 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설득을 진행하였다.

67) 헤럴드경제,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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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주요 의사결정과정 및 실패요인 분석4

제 절 분석의 방법1

장에서는 장에서 연구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용산4 3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주체들의 의사결정구조를 게임이론적 모

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사업의 과정의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3

핵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분석한다.

용산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사업의 무모함이나 실패에 대한 우려

는 거의 없었다 도시계획적 정치적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보. ,

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으나 도시계획적

으로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한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당시.

의 부동산 시장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강변의 경관개선의 필요성과

세계적인 수변도시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사업의 추진에 동의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한강변에 지어진 소

위 병풍아파트 를 미관상 걷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다면 그것‘ ’

이 도시계획적으로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부이촌동을.

통합하지 말아야한다는 명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합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가 논의를 시작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우선 용산개발사업의 전체 과정을 구성하는 각 단계별 중요한 결절점에서

나타나는 행위주체간 의사결정과정을 게임모형으로 구축하고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후 실제 현상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모형이·

주는 함의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실패요인을 분석한다 게임모형은 유사한.

게임상황을 가정하여 구축하지만 게임이론적 해를 구하는 것보도 변수들이

갖는 의미를 추측하기 위해 활용되며 각 게임에서 중복되는 변수들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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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분석자료로는 각종 신문기사 논문 등의 외부문헌과 각종 회의,

록 공문 인터넷 카페 자료 내부 보고서 등 의사결정집단의 내외부 문헌에, , ,

대한 분석과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해 심층 인터뷰68)

를 병행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제 절 주요 의사결정과정의 분석2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디폴트와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의 토지회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수요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과도한 토지가격의 제안 시장의 수요예측실패 등 시장의 실패 측면으로 바,

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구조와.

정치적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의 입장변화 공공 및 민간부문 상호간의 신뢰,

부족 정보의 비대칭이나 공공의 중재역할 미흡 등으로 인한 서부이촌동 사,

유지 수용에 대한 불확실성 등 공공의 정책적 실패라는 인식도 팽팽하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한 서울시와 코레일간의 서①

부이촌동 통합개발 결정 과정 낙관적인 사업전망을 토대로 사업참여를, ②

결정하고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민간사업자의 의사결정과정,

68) 관련 인터뷰는 주로 월 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사업기간이2013.5 2013. 12 ,–
장기간이고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각 집단별
로 정해진 질문이나 인원수에 대한 계획과 무관하게 인터뷰가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진행하였다 몇몇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한.
경우도 있었고 인터뷰가 필요한 집단이지만 해당 구성원들이 모두 인터뷰를 거
절한 경우에는 그 집단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주요 인터뷰 대상자.
는 사업시행사의 전현직 임직원 전현직 담당 공무원 찬성 반대 주민 등이며 주, , ·
민에 대한 인터뷰는 사업간담회 참여자 및 주민조직의 위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는 과거 발언에 대한 문건이나 녹취록 이메일을,
통한 서면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인터뷰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이 에(Interviewee)
따라 길게는 수시간동안 인터뷰가 진행되어 전체 녹취록은 본 연구에 포함시키
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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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요 참여자이면서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서부이촌동③

주민들의 보상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의 의사결정과정을 용산개발사업을 둘

러싼 주요 장면으로 설정하여 각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통합개발의 결정 과정 분석1.

개요(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이 포함되어 확대되는 과정은 서

울시와 코레일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69) 당시 코레일의 부채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 추진되었고 서울시는 국제업무

지구 조성 및 서울시의 도시계획적 맥락 준수를 이유로 코레일의 개발주도

를 가로막았고 결국 코레일은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충격을 이유로 개발을 가로막았던 서울.

시는 코레일과의 협상을 통해 당시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

과의 연계를 위해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관철시켰다 주요 협.

상과정은 아래의 표 와 같다[ 4-1] .

69) 협상과 관련한 개략적인 상황은 절 참조3 .

‘01. 7. 10 용산 제 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 제 호1 ( 2001-229 )

‘05. 7. - 12. 용산역세권 개발방향예비타당성조사용역코레일 용역 국토학회( , : )

‘06. 12. 철도공사 경영정상화방안건교부 용역 국토연구원( , : )

‘06. 12. 20.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공모코레일( )

- 서울시계획을 무시하고일방적인사업규모 제시

‘06. 12. - ’07. 1

사업자 공모중단요구

-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자 선정하도록 코레일 설득 사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자문을 받도록함

표 서울시와 코레일의 협상과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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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 1.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공모연장

‘07. 2. 5. 코레일 사업계획안 용산구 제출코레일 용산구( ) ( )→

‘07. 2. 15. 서울시 접수용산구 서울시( )→

‘07. 2. 15. 팀 차 회의T/F 1

‘07. 2. 16. 관련부서 협의공문발송 여개부서 및기관(30 )

‘07. 2. 20.

주요 부서회의

- 회의내용 코레일에서 제안한 용산국제업무지구철도창 이전부지 개발: ( )
계획안에 대한설명및 주요사항논의( )

‘07. 2. 21. 팀 차회의 및현장방문T/F 2

‘07. 2. 23.
부시장 보고

- 팀 회의결과등검토 보고T/F

‘07. 3. 2. 팀 차 회의T/F 3

‘07. 3. 6. 관련부서 의견통보서울시 용산구 코레일( )→ →

‘07. 3. 9.
시장 보고

- 팀 회의결과등검토 보고T/F

‘07. 3. 12.
철도공사 단장면담국장( )

- 서울시검토의견 설명

‘07. 3. 13. 관련부서 의견에대한조치계획 제출코레일( )

‘07. 3. 1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차· (1 )

‘07. 3. 19. 자문 중간결과에대한철도공사 의견제출코레일( )

‘07. 3. 21. - 27. 코레일 의견에대한검토 보고시장( )

‘07. 3. 2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차· (2 )

-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를 동시 개발할 경우 발생할 업무상업시설의 수·
요를 분산하고 교통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 5
만평을 금번 개발대상에서 유보유보된 토지는 향후 광역교통시설의 개(
선사업과병행하여 주변지역과의연계개발고려)

-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광역교통개선사업 소요비용
을코레일에서 부담하는조건

‘07. 3. 28. 정책 회의개최

‘07. 3. 29.
(10:00)

자문에 대한기자설명회서울시 코레일 각각( , )

- 및주요일간지경제지 게재TV ( )

‘07. 3. 29. 코레일 이사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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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4. 2.

서울시 의견통보

- 서부이촌동통합개발 요구강변북로 지하화등( )

- 서울시와의견해소를 위한 팀협의체 구성제안서울시 코레일T/F ( ) ( )→

‘07. 4. 3.

사업자 공모취소코레일( )

- 개발대상지 만평이 제외되고 평균용적률 로서는 당초 기대했던5 580%
개발효과를얻을 수없다는이유로 사업자공모취소

‘07. 4. 3. -15.

공동협의체 구성논의

- 철도공사팀장 서울시 회 방문2

- 서울시안 국장 부시장 보고( ) ,

- 쟁점사항 협의체위원선정최고책임자 과장 국장: ( : , )

‘07. 4. 16.

코레일 용산철도회관방문팀장( )

- 단장 면담 협의체 구성 범위 합의시 과장 공사 팀장 참여 서부이촌: ( , ,

동 포함에 대하여국회및 이사회등에서도동의)

‘07. 4. 18.
도급상위 개 시공업체 회의개최 통보연락방식 유선 목적 자문결과10 ( : , :
에 따른시공사의견 수렴)

‘07. 4. 19.

차 팀 회의협의체 구성에관한논의 등1 T/F ( )

- 공동간사선정 및서울시도시관리과 회의실로정함

- 서부이촌동개발 및도로구조개선

- 용역발주 공동감독 용역비코레일 전액부담: , ( )

‘07. 4. 26.

차 팀 회의협의회 형식및절차 등2 T/F ( )

- 위원장미선정

-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시정연 박사 공사 실장: , OOO , SH OOO , OOO
서울대교수

- 코레일 용산사업추진 기획팀장 국토연 박사 수원대 교수: , OOO , OOO ,
철도기술연구원 박사OOO

- 간사선정 서울시팀장 코레일부장: ,

- 양해각서 체결 합의(MOU)

- 구역확대 범위 서부이촌동 확대구역 내에 일부 주거용도 허용시: SPC
가통합개발 합의

- 용역조기착수 및발주사항합의

‘07. 5. 3.

차 팀 회의3 T/F

- 용역사선정 주택산업연구원외 개 업체: 1

- 과업기간 개월 이내: 2

- 용역과정지시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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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기본계획수준· ( )

토지이용계획밀도 용도배분· ( , )

사업방식사업주체 사업성분석 사업자선정방식 이주대책· ( , , , )

기타협의회에서지시하는 사항·

‘07. 5. 17.
차 회의토지이용구상 논의4 T/F ( )

- 효율적 협의회 진행을 위해 교수 박사 용역사 자간 모임OOO , OOO , 3
을개최하여 토지이용계획등을우선 마련후협의회에서 논의

‘07. 4. 19. - 8. 7

서울시코레일간공동협의회구성운영공식 총 회 비공식 여회개최· · ( : 13 , : 10 )

팀 결론 도출 이후 코레일 이철 사장 면담을 통한 서울시 입장 전T/F※
달 및코레일의견 수렴양기관 상호방문 회( 4 )

‘07. 8. 1/8/16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및 의견청취 회“ ” “ · ” (3 )

- 자문결과 서울시안 의견에 동의: ( )

‘07. 8. 17.

서울시 코레일간 합동기자회견-

- 서울시와코레일 통합개발합의

- 부동산대책 수립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등:

‘07. 8. 30.

이주대책기준일70) 지정서울시 사업자재공모코레일( ), ( )

- 통합개발안 발표 이후 서부이촌동 이주대책을 노린 매수세력에 의해( )
급격한지가 상승이있어이주대책기준일을 지정공고·

- 부동산가격하락 반전

주택및아파트 가격변동추이< >

5,893 

5,150 

6,720 7,217 
8,727 9,625 

10,844 

18,000 

16,000 14,000 

0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대지면적4-5평주택

1,100

1,052
1,005

1,2001,3001,295
1,195

800

1,000
1,100

625630
573550 546 600

700

520
453

750

570

07.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대림아파트 45평형
북한강아파트 27평형
중산아파트 18평형

‘07. 8. 14 11. 30.– 부동산 거래및공인중개사 지도감독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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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모형의 설정(2)

서울시와 코레일의 의사결정과정은 양자간의 협상모형을 통해 분석해볼

수 있다 최초에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했을 때의 용적률.

은 서울시의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

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서울시가 계획의 추진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용적률을 제안하는 과정을 새로운 가격을 제안하는 교섭을 벌이는

게임으로 모형화71)하면 다음과 같다.

교섭의 회수가 정해진 경우○

70) 이주대책기준일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
게 되는 주민들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일
을 정한 것

71) 본 연구에 적용된 협상게임 모형에 대한 내용은 “Osborne·Rubinstein, A
참조Course in Game Theory(1994)”

‘07. 9. 11.

주민설명회 개최서울시( )

- 개최장소 이존 동 사무소 층 강당: 2 3

- 참석인원 시구의원 서울시 공사 용산구 주민약 명: · , (7), SH (3), (4), 600

- 주요내용

용산국제업무지구조성계획 및전반에대한 설명·

주민의견및질의응답·

‘07. 8. 30. - 11.

서부이촌동 주민민원응대약 회 이상( 600 )

- 민원발생사유 언론보도 등잘못된정보로 인한항의등:

- 대응 방안 해명자료 배표 및 해당 신문사 항의 정정보도 게재 주민: ,
면담등 사실설명등

‘07. 11. 2. 용산국제업무지구 우선협상자선정드림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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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코레일이 용적률을 협

상하는데 있어 유한 번의 제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편의상.

시간의 흐름을 제 기 제 기라는1 , 2

식으로 한다 보수는 코레일 서. ( ,

울시 로 가정한다 제 기초에 코) . 1

레일이 (    을 제의한다) .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제 기로2

넘어가는데 제 기초에는 서울시2

가 (  를 제의한다 코레일) .

이 이를 거부하면 제 기로 넘어3

가며 거기서 게임이 끝난다 게임.

나무는 그림 과 같다 각 경[ 4-1] .

기자는 상대 경기자의 제의를 수‘

용 함으로부터 얻는 보수와 거부’ ‘ ’

로부터 얻는 보수가 같을 경우

수용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 .

서울시와 코레일이 원하는 용적률을 달성할 경우의 보수를 원이라 가정하1

고 상대방이 원을 획득할 경우 다른 경기자는 원을 획득한다 다시 말해1 0 . ,

코레일이 원하는 용적률을 모두 확보할 경우의 보수는 코레일 서울시( , ) =

이 된다 반면 서울시가 원하는 용적률로 협상이 끝날 경우의 보수는(1,0) .

이 된다(0,1) .

협상게임에서 중요한 부분은 협상의 단계를 거칠 때 마다 각 경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가정이며 줄어드는 정도는 할인인자 라고 하면δ

각 기로 넘어갈 때마다 할인인자의 여부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우선 할인인자가 인 경우1 72)를 보자.

역진귀납73)을 적용할 경우 이 게임의 부분게임 완전균형은 최종 제안자인

72) 할인인자가 서로 인 경우는 제안을 주고받는데 대한 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1
를 의미한다.

그림 코레일과 서울시의 협상 게임 나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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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원을 모두 차지하는 이유1 . 1

는 마지막으로 제안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며 코레일이 마지막으로 제안하

는 경우에는 코레일이 원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이는 직관적으로 이해할1 .

수 있다 이처럼 할인인자가 인 상태에서 제의를 유한 번 하는 경우에는. 1

맨 마지막에 제의할 기회를 가진 쪽이 유리하며 이를 후행자의 이점‘ (Last

이 있다고 한다mover's advantage)' .

논의를 확장해서 매번 제의할 때마다 거래비용 혹은 시간비용으로 인해

각 경기자의 보수의 현재가치가 줄어든다고 하자 할인인자 이며 이는. <1 ,δ

동일한 보수라 하더라도 늦게 얻을수록 현재가치는 감소함을 의미한다 할.

인인자를 가정할 경우 게임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앞에서는 마지.

막에 제의할 수 있는 서울시는 무조건 코레일의 제의를 거부하고 을(1,0)

제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할인인자가 있는 경우 서울시가 코레일이 제안,

한 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다음 기에 서울.

시가 제안하여 얻게 될 이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이 아니라 할인인자1 1 δ

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에 약간의 몫을 코레일에게 허. 1

용하는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논리를 알고 있는 코레일은.

서울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을 제안하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균

형이 되며 이는 할인인자가 인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1 .

즉 코레일이나 서울시가 계속 버티기를 하는 건 서로에게 손해가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다시 앞의 게임나무로 돌아가서 할인인자 를 도입해보면 역진(0< <1) ,δ δ

귀납에 의해 제 기에서 코레일의 선택을 보자 게임이 제 기로 들어서면 코2 . 2

레일은  인 모든 제의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 기에서 서울시의0 . 1≥

선택을 보면 제 기초에 코레일이1 을 제의했을 때 을 와 비교하여 수δ

용여부를 결정한다.

 이면≤δ 을 수용하고,  이면>δ 을 거부한다.

73) 역진귀납에 대한 내용은 한동근의 게임이론 참조4.2 .



- 101 -

서울시의 이런 전략에 따라 코레일은 제 기에서1  를 제안하고 서울=δ

시는 이를 수용하면 경기는 제 기에서 끝나며 서울시는 를 코레일은1 1-δ

를 얻게 된다.δ

이 결과를 보면 의 값에 따라 다르며 가 에 가까울수록 최종적으로1δ δ

제의할 기회를 가진 서울시가 여전히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코레일에게도 얼마의 몫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 게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안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과가 마지

막으로 제안하는 경기자이 몫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

섭이 길어질수록 시간비용이나 거래비용에 의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몫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각 경기자가 번씩 총 회의 제안을 하는 경우의 보수는 다음과50 100

같다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기가 경과함에 따라 협상이 지속됨에. [ 4-2] (

따라 보수의 가치가 씩 감소하는 경우 코레일은 을 서울시는) 3% 0.483

을 게임의 결과로 얻게 된다 그리고 이 경기가 무한히 계속된다면 거0.517 .

의 비슷한 값으로 수렴하게 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기 제의 Player 코레일의 보수 서울시의 보수 원의 가치1

100 서울시 0 1 

99 코레일   

98 서울시   

97 코레일       

96 서울시 . . .
95 코레일 . . .
. . . . .
. . . . .

표 교섭게임에서 경기자의 기별 최대가능 보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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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의 Player 코레일의 보수 서울시의 보수 원의 가치1
100 서울시 0.0% 100.0% 0.0536
99 코레일 3.0% 97.0% 0.0552
98 서울시 2.9% 97.1% 0.0569
97 코레일 5.8% 94.2% 0.0586
96 서울시 5.6% 94.4% 0.0603
95 코레일 . . .
. . . . .
. . . . .
5 코레일 48.0% 52.0% 0.8885
4 서울시 46.6% 53.4% 0.9151
3 코레일 48.2% 51.8% 0.9426
2 서울시 46.8% 53.2% 0.9709
1 코레일 48.3% 51.7% 1.0000

표 교섭게임에서 경기자의 기별 최대가능 보수할인율[ 4-3] ( =3%,  일 경우=0.97 )

교섭의 회수가 무한번인 경우○

이제 여기서 논의를 더 확장해서 무한 번의 제의를 할 수 있고 서로의,

할인인자가 다른 경우를 가정해보자 서로의 할인인자가 다르다는 것은 코.

레일과 서울시 중 누가 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원하

는가이다.

코레일이 먼저 몫의 배분을 제안하고 그 몫의 합은 편의상 원이라고1

하자 서울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게임이 끝나거나 아니면 거절하고 대. ,

안을 제시하여 코레일에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는 앞에서 논의되.

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만약 경기자들이 계속하여 거절한다면 이론상으로,

는 게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코레일이 첫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게임에.

서 코레일에게 돌아가는 몫의 최대값을 QK 최소값을, qK라고 하고 서울시,

가 첫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게임에서 서울시에게 돌아가는 몫의 최대값은

QS 최소값은, qS라고 하자 코레일이 다시 제안을 하게 되는 게임으로 돌아.

오면 코레일의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고 대안이 다시 무수히 나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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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게임으로 돌아가 반복된다 그리고 몫은. δK, δS만큼

감소한다 전략적으로는 첫 번째 부분게임과 동일하다 이는 게임을 다시. .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 번째 부분게임.

에서도 최소값과 최대값이 마찬가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코레일이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서울시는 최소한, δS*qS의 몫을 받게

된다 이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한. , qS의 몫이 보장되고 시간

이 흘렀으므로 할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이 원이 되기 때문에 코레일. , 1

이 받을 수 있는 몫은

 ≦  [4-1]

이 된다 같은 논리에 의해서 코레일이. δS*QS이상을 제안하면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인다 이는 다음 게임에서 최대한 받아야 이 정도임을 알고 있.

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해주면.

 ≧  [4-2]

이다 만약 코레일이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게임은 세. ,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 계속된다 여기서 코레일은 두 번째의 제안을 하게.

된다 앞의 것의 반대 경우이므로 같은 논리에 의하여.

 ≦  [4-3]

and

 ≧  [4-4]

가 성립한다 양변에. -δS를 곱하고 을 더하여 주면1 ,

 ≦  [4-5]

가 되고 이를 앞의 식과 관련시켜 정리해주면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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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면,

 ≧


[4-7]

가 성립한다 즉 다음이 성립한다. , .

 ≦


≦  [4-8]

정의에 의해서,  ≧ 이므로,

  


[4-9]

이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

  





[4-10]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게임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두,

경기자간의 균형과 그 몫은 할인인자와 누가 선행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는 것이다 다만 협상의 시작점이 극단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누가 선행자가 되는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할인인자이며 할인인자라는 것은 곧 협상력을 의미한다 이.

것은 결국 코레일과 서울시 중 누가 더 사업추진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따라

협상결과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상대적

인 협상력이다.

모형을 통한 협상과정의 분석(3)

사업시행자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청의 할인인자가 더 큰 것이 일

반적이며 사회적 후생극대화가 목적이었다면 시간에 대한 할인율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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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서울시의 할인인자가.

크다면 즉 서울시의 협상력이 높았다면 코레일은 최초에 평가했던 조원3.8

이상의 가치가 확보되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

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정책의 경우 임기내에 마무리되어야 한

다는 제약조건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코레일에 비해

시간에 대한 할인인자가 더 작았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코레일과의 협상, 74)

에서 코레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코레일 토지의,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코레일의 최초 제안과 서울시의 대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대안을

용적률을 기준으로 협상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코레일안( ) 서울시 안( ) 최종

용적률 623% 581% 608%

기반시설 35% 50% 46%

토지면적( )㎡ 368,420 221,287 304,562

개발규모( )㎡ 2,296,788 1,284,969 1,851,737

몫 협상결과( ) 0.56
(566,768 )㎡

0.44
(445,051 )㎡

협상의 몫은 서로가 주장한 개발면적 대비 최종면적에 따라 얼마나 양보했는지의 비율※

표 주체별 협상안과 최종 안 비교[ 4-4] ( )

코레일 안 과 서울시 안 의 개발규모 격차는 총 이며 이 중( ) ( ) 1,022,819 ,㎡

코레일의 몫으로 약 가 서울시의 몫으로 약566,768 ( 56%) 445,051 ( 44%)㎡ ㎡

씩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기본모형에 대입해보면,

 


 으로 이를 풀면,

74) 용적률 기반시설 면적 용도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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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출된다.

위에서 도출된 식은 코레일과 서

울시가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에 대한 할인인자의 상대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서울시의 할인인자가.

이상인 구간0.79 75)에서는 코레일의

할인인자가 더 크다는 의미이며 둘

간의 상대적 크기의 차이는 그림[

및 표 에서 보는 바와 같4-2] [ 4-4]

다.

 0.790 0.800 0.900 0.950 0.990

 0.790 0.803 0.912 0.958 0.992

표 서울시와 코레일의 상대적 할인인자[ 4-4]

위 협상결과는 코레일이 서울시에 비해 코레일에 다소 유리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는 것으로 코레일이 서울시에 비해 다소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76) 일반적으로 협상에 있어 할인인자는 상대적인.

차이가 유의미하지만 서울시와 같이 인허가 관청의 경우 상대적인 차이보,

다는 절대적으로 할인인자가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결과는1 .

서울시가 코레일에게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 결과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75) 무한히 제안을 주고받는다는 가정속세어 할인인자는 거의 에 가깝다고 볼 수1
있다.

76) 단순히 지상연면적 뿐 아니라 용도와 예상 사업수지 등과 비교해본다면 각 주
체별 상대적 할인인자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서울시와 코레일의 할인인자 비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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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시와 코레일의 협상 과정을 서울시가 다른 민간주체와 협상한

다른 사례77)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아래 표. [

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사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관한 협4-5] D

상 사례78)와 비교한 내용으로 해당 자치구인 구로구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

한 대안에 대해 서울시와 사는 개월간 협의를 거친 후 다시 결정을 위D 14

해 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마저도 협의했던 내용들의 상당부분은 관철되15

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례 연구를 수행한 정재웅 은 해당 협상. (2009)

에 대해,

협상결과로 볼 때 원칙을 고수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울시가 결과상 분배의 우위를 가졌으며 토지소유자 사와 구로구D

는 자산가치의 상승과 지역활성화의 조기유도라는 실익을 달성하지 못하

여 결과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라며 협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협상에 있.

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태도이며 계획수립 및 인허가

권을 행사하는 서울시의 협상력이 상대방79)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0).

77) 비교사례에 대한 내용은 정재웅 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규모 개(2009) “
발가능지 용도변경 협상에 관한 연구 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78)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서남권 지역의 진입 관문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구로구의 관문 및 중심축 으로서 새로운 역할 정립 및(Gateway) (Axis)
노후화된 지역의 정비와 공장용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공장시설을 재정비
하여 첨단산업시설의 유치로 생산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그 중 사부지는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토록, D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에 구로구는 사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토록 하여 약 개. D 7
월 간의 협상을 통해 상호 요구조건에 대한 균형있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입안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와 서울시가 계획 결정을 위해 협상한 사례D

79) 여기에서의 민간주체는 해당 자치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의 협상력이 민간주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높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할 때
는 낮을 것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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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부문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상과는 다르게 서

울시의 협상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사와의 협상은 해당 자치구와의 의견조율이 된 내용을 서울시 관련부서D

와 협의하고 다시 결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민간부문과의

협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서울시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입안

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공 서울시 와 공공 자치구 의 협상으로( ) ( )

80) 이는 소위 서울시의 할인인자(δS 가 거의 에 가깝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파악) 1
할 수 있다.

81) 서울시 사의 협상은 대규모 개발가능지 용도변경 협상에 관한 연구 정재웅-D “ (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의 내용을 재구성2009, )”

82) 자치구를 통해 입안한 이후 협의 개월 계획결정 개월 까지의 기간을 포(14 ), (15 )
함

구분 서울시 코레일 협상- 서울시 사 협상-D 81)

주체 공공 공공vs. 공공 민간vs.

의제

1. 사유지 통합개발

2. 용도지역 변경

3. 공공기여

4. 도입용도주거비율( )

1. 복합개발

2. 용도지역 변경터미널 설치( )

3. 공공기여

4. 도입용도 주거비율( )

기간 개월5 개월29 82)

결과

1. 통합개발

2. 용도지역 변경코레일 부지(
모두 상업지역 변경)

3. 공공기여 완화(50% =>
40%)

4. 주거용도 도입(0% => 33%)

1. 복합개발

2. 용도지역 변경 유보용도지(
역 변경 사전 자문 반려)

3. 공공기여 유보

4. 주거용도 차후 협상

비고
서울시는 통합개발 코레일은,
용도지역 변경 외 조례상 최대
치 개발이라는 협상결과

사는 년에 걸친 협상에도 불D 3
구하고 협상결과는 계획 유보

표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 협상과정 비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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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단순하게 공공부문간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상.

력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었던 담당자에 대한 인

터뷰83)와 관련 문헌84)을 통해 관찰된 바에 의하면 당시 서울시는 코레일과,

의 협상결과에 따라 코레일의 토지가치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 환수해야하는

가치라기보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성공으로 피력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의 협상결과에 대해 코레일이 용적률이나 기반시설 비

율을 언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난 스케일의 서울시 정책이 집행되는 것

으로써 코레일의 단독 사업추진을 저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공, ,

무원을 상담요원화하여 지역민원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대부분의 언론이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강북의 버려진 땅을 재생하여 세계적인 도시로써 경,

쟁력 제고 및 막대한 경제효과를 통해 공익성이 높은 사업임을 강조하였다.

당시 여론들 역시 한강변을 막고 있던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철도차량기지가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된다는 인식하에 긍정적

반응이 대부분85)이었고 다만 서부이촌동의 수용문제가 사업 성공의 관건, ,

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86)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코레일을 설득해서 이:

루어진 겁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위 병풍아파트를.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마침 용산철도기지를 정부에서 개.

발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도시개발법에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83) 당시 서울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던 관계자로
익명을 요구

84) 최정희 전게서, 2011, .
85) 까지 검색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란 키2007.1.1 2007. 12.31 KINDS “ ”–

워드를 통해 약 여건의 기사 및 사설을 검색하여 긍정 부정평가에 대한 내용500 ,
분석

86) 본 녹취는 공식적인 발언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사석에서의 강의 내용으로써
필자 이외의 청취자가 있었으며 그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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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걸 막고서 설득을 했죠 그냥 개발해봐야 너희 코레일 땅값이. ( ) 3-4

조가 최고다 서부이촌동 통합하게 되면 조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득. 5-6

을 했습니다 물론 서부이촌동 병풍아파트도 서울시에서 허가내줘놓고 이.

제 와서 병풍 병풍 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고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 ’ ,

그 당시의 공익이 있었습니다 주택 만호 건설 계획이 한참 추진되던. 200

시절이었습니다 주택문제 해결이 제일 급선무였으니까 그 때는 아파트지. .

구 용적률이 까지 올려줬잖아요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 모두 용400% .

적률이 후반이에요 그건 나중에 재건축도 안되요 이후에 그건 참300% . .

잘못되었다고 하고 용적률을 강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거에요.

서울시는 통합개발 시 훨씬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코레일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코레일 역시 협상 초기에는 서부이.

촌동이 편입될 경우 높은 리스크로 인한 사업지연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서울시와의 협상과정에서 통합개발에 따른 이익보장을 요

구하였고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통합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코레일을 설득하기 위하여 코레일의 토지가치

가 상승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이 코레일의 토.

지가치가 증가한 것은 서울시 정책의 효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서부

이촌동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절대로 막아야 할 부동산 투기라고 판단했다

는 점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에서 나온 어떠한 자료나 관계자의 언급에서.

도 코레일의 토지가치 증가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나 우려를 찾아볼 수 없

다는 점87)과 서부이촌동의 부동산 가격 앙등을 막기 위해서 이주대책기준

일 조기 지정이라는 매우 강력한 심지어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수단( ) 88)까지

87) 코레일의 토지가치 증가가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높은 보상심리를 자극할 것이
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지만 일단 지가앙등을 막아놓고 법에 따라 수용
을 하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관행을 신뢰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88)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다양한 투기억제책을 동원하였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고 최종 수단으로 이주대책기준일을 예정보다 년 앞당겨 지정1
하였다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 상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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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했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 명백히 이중적인 잣대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여론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각인시키면서 서울시

를 강력하게 압박하였고 부동산가격의 앙등 자체는 향후 사업의 추진 자체

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통합개발이라는 서울시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억제 그 자체가.

정부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서울시 정책결정 관계자89)는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의 배경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와 전문

가 그리고 코레일의 의견을 수렴한 도시정책적인 판단이며 당시 통합개발

효과의 분석 결과 단독 개발시 조원의 토지가치가 통합개발 시 조3.8 5.8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볼 때 통합개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을 그 근거로 들었음 또한 철도부지만 개발되었다면 대림 성원아파트 용. · (

적률 는 현행의 법규에 의하면 법적용적률 을 상회하383%, 376%) (250%)

여 향후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개발을 통해 오히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협상의 결과(4)

서울시와 코레일의 통합개발과 관련된 협상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

졌고 결과적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통합개발을 합의하

및 시행하는 것으로 사용수용방식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
업시행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단계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지정한 것은 서부이
촌동 주민의 강한 반발과 함께 향후 위법성으로 인한 무효의 가능성도 내포하였
다 물론 이주대책기준일의 지정이 서부이촌동의 부동산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 ,
는데 강력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써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
장 강력한 조치였다.

89) 당시 한강 르네상스계획과 같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로써 익명을 요
구하였으며 인터뷰가 아닌 이메일을 통한 서면으로 답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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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를 공개할 경.

우 사회적 혼란은 물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으며 협상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협상 당사자

간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서울시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얻어내 토지가치

를 극대화하여 당초 개발의 목적이었던 부채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서울시의 통합개발 제안을 수용하고 기관간

상생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당시 코레일 보도자료 중 일부. “ ”

서울시는 당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핵심 시책사업인 한강 르네상스계

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서울시의 재정 투입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합개발에 따른 공익의 달성이 전적으로 서울시의 정책적 성공이라고 홍보

할 수 있게 되었다.

강북의 버려진 땅을 아시아와 세계의 허브로 당시 서울시 보도자료... “

일부”

소결(5)

용산개발사업이 서부이촌동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와 코레

일의 의사결정과정은 협상과 관련된 게임모형을 통해 할인인자 즉 협상력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을로 서울시와 같은 인허가. ,

청의 경우 도시계획적 사항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아 상대적 협상력

과는 무관하게 절대적인 협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할인인자가 에 가깝다고1

할 수 있지만 용산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협상대상인 코레일에 비해 협상력이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공과 공공의 협상이라는 점만으로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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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서울시의 시책사업을 해결할 수 있으,

며 정치적으로 빠른 해결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최대한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서울시가 통합개발 협상의 결과.

로 나타난 코레일 토지의 가격 상승을 서을시의 성공적 정책의 결과라고 인

식했다는 점에서 협상과정에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코레일의 부채감축이라

는 또다른 공익을 서울시의 공익과 같은 범주에서 합산하여 평가했다는 분

석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코레일과의 협상을 통해 예상보다 많. ,

은 규제완화를 해주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통합개발자체에 대한 사회적 경, ·

제적 이익90)외에 코레일이 토지를 비싸게 매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되

는 철도공기업의 부채절감에 따른 국가적 편익까지도 서울시의 정책적 성공

의 과실로 인식했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개발규모의 상향에 합의했다고 분

석해볼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관한 의사결정과정2.

개요(1)

많은 전문가들이 과도한 토지가격91)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소위 승자의

저주 라고 판단하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사업참여는 합(Winner's Curse) ,

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금조달에 실패하였고.

민간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주도권은

90) 경제파급효과 조원67 ,
91) 최초 코레일 부지만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을 당시 기초가격은 3.8

조원이었으나 서부이촌동을 포함하면서 용적률이 크게 상향되면서 입찰의 기초,
가격이 조원으로 증가했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입찰과정에서 코레일 부지5.8 ,
만의 가격으로 조원을 기타 서부이촌동 및 국공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8 12
조원의 토지가격을 제시하고 사업권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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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인 코레일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주요한 쟁점은 민간주관사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경기침체에 따

른 사업성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불확실성을 민간부문에서

모두 책임져야만 하는가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발규모.

나 용도 제한도 대폭 완화하였고 민간시행자가 제안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는 민간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

장이며 민간사업으로 전환된 이상 공공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왔다.

이러한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유인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조건은 사업을 통.

한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을 검토하여 원하는 수익률이 발생되어야 한다 이.

를 수식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92).

수입 자산의 분양가격: 93) 총분양면적× 94) [4-11]

비용 토지비: 95) 사업비+ 96) 보상비+ 97) 세금+ 98) 금융이자+ 99) 적정이윤+ 100) [4-12]

92) 여기서의 모든 수입이나 비용은 일정 시점에서의 현가를 의미하며 사업시행을,
위한 균형식은 최대한 단순화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93) 분양가격은 외생변수로써 부동산 경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하며 여기서의,
분양가는 분양시점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가격을 가정한다100% .

94) 총분양면적은 앞서 서울시와 코레일의 협상결과에 따라 주어진 외생변수로서
용적률과 기반시설 비율의 함수이며 단순화하기 위해 기반시설은 고정되어 있,
고 용적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95) 토지비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정 규모이상 매입하여 사업시행자 자
격을 갖추기 위한 규모의 토지매입비로써 용산 개발사업의 경우 코레일의 토지,
를 의미한다.

96) 여기서의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해진 비용으로
고정비용으로 가정한다.

97) 사용수용방식을 가정한 것이며 용산 개발사업의 경우 서부이촌동 등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의미하며 토지비와는 별도로 책정된다, .

98) 취득세 재산세 등 토지가격과 연동된 각종 제세공과금을 의미한다, .
99) 금융이자는 초기 토지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사업기간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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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행자의 입장에서 사업수익 사업비용이 되어야 민간의 이윤추구≥

동력에 의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공모.

에 참여하는 시점에서 분양면적101) 사업비, 102) 보상비, 103)는 정해진 값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토지비와 분양가격을 예측하여 사업

수지를 계산한 다음 참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104) 따라서 민간시행자.

의 의사결정변수는 예정 분양가격과 용적률이며 그 중 용적률은 앞서 살펴

본 서울시와 코레일의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된 변수이므로 민간시행자에게

용적률은 외생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토지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은 분양가격에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최고가격을 입찰하는 모형105)을 적용해볼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험중립적 성향인 경우 합리적인 입찰가격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모형의 설정(2)

사업시행자가 사업에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지가격106)

100) 적정이윤은 총비용과 요구수익률의 함수이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드는,
함수로 정의한다.

101) 분양면적은 공모 시 정해진 평균용적률 에 따라 결정된다608% .
102) 개발규모와 용도가 정해진 경우 사업비는 고정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103)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액 수준 외에 보상비 외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빠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보상금을 포함하여 전
체 보상예산을 책정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의 범
위 이내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초과될 경우 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104) 세금과 금융비용은 토지비에 따라 결정되며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
종적으로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가정한다.

105) 봉인경매입찰게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동근 게임이론 제 장 참“ , 2000, 9 ”
조

106) 실제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계획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토지가격에서 조원 대 조원을 입찰하면서 사업권을 확보하8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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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고 가정하자107). 개의 컨소시엄이 경쟁한다고 가정하면 각 컨소시,

엄은 각자의 토지에 대한 평가가치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명의 컨소

시엄의 평가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게임은 보수에.

대해 각 참여자가 불완비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게임이다.

만약 명의 경기자(=1,2,3,4,·····, 가 참여하여 서로의 정보를 모르는 상)

태에서 입찰을 하며  을 경기자(>0) 가 제시한 입찰가격, 를 경기자 가

평가한 토지의 주관적 가치라고 하면 경기자, 의 의 보수는 -가 된다.

여기서 는 경기자 의 사적정보인데 구간에서 균등분포를 이루고 있[0,1]

으며 입찰에서 진 참가자의 보수는 이라고 가정한다, 0 108).

이 게임은 정적 베이지안 게임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4-13]

여기에서    ∞ 에서 경기자 의 전략공간이고,    은 유형공

간이다. 는 경기자 의 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로 경기자 의 경기자 의

유형에 대한 믿음이다. 는 경기자 의 보수로서 효용함수의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모든≠ 에대해  일때 
[4-14]

였다.
107) 물론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 종료시점의 분양될 것으로 확신하100%

는 자산의 분양가격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미래
의 경기전망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지표가 토지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108) 실제 상황의 경우 경기에서 졌을 경우의 보수는 이 아니다 입찰과정에 필, 0 .
요한 각종 비용이 수입억원 이상이며 무엇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같은 상징적
인 사업에서의 입찰패배는 명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다 정교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졌을 경우의 보수를 의 값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전체 금액(-) ,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기 어렵고 그 금액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
문에 으로 가정한다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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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임에서 경기자 의 전략은 가 독립변수인 어떤 입찰함수 가

될 것이다 이 때 베이지안 내쉬균형은. 
  

   ⋯ 
  의 형태를

띄게 되고, 
 는 전략

  가 주어졌을 때 유형 에 따른 경기자 의

최선의 선택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칭적 내쉬균형 전략은 다음의 조건이 성립하는 베이지안 내쉬균

형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입찰함수를 이용하는 균형이라,

고 가정한다는 의미이다109).


 


 

⋮

  

[4-15]

경기자 의 최선의 전략을 구해보면 경기자, 는 자신의 유형 가 주어질

때 자신의 기대보수가 최대가 되는 입찰함수를 선택할 것이고 경기자, 가 

를 입찰가격으로 제시할 때 그의 기대보수 는 다음과 같다.

  입찰에서이길확률․


  



 


  



 


  



 


[4-16]

109) 특별히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성향이 다르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면 동,
일한 입찰함수를 가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업. ,
을 추진해온 최상위 시공사들이 주관사가 되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만큼
특별히 다른 성향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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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경기자 가 만큼 입찰가격을 써넣기 위해 필요한 경매

물건에 대한 의 주관적 가치를 의미하며,  ․를 의 누적확률분포함수라

하면, 가  에서 균등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면  ․는 다음 그[

림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4-3] .



1

1 

그림[ 4-3] 의 누적확률분포함수

누적확률분포함수  ․를 이용하면 경기자 의 기대보수 를 구하면

식 과 같다[4-17] .

  


 ․ [4-17]

를 극대값을 구하기 위하기 위해 로 편미분하면,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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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10) 그런데 대칭균형에서는 모든 경기자의 입찰함수가 동일하므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4-19]

이를 위식에 대입하면,


 

․




 

 

 
 ․





 

 

 
․






 

[4-20]

으로, 
  



 ․ 이 된다. [4-21]

양변을  구간에서 적분하면 여기서( 는 임의의 수)






 
 






 

 ․ 



․ [4-22]

110) 여기서 

 


  누적 확률분포 함수( 의 기울기는 이다 과 역함수정리1 )

가 이용되었다(inverse function theor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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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111)
















․ [4-23]

⇒


  ․ 여기서 는 적분상수( k )

이는 다시
 ․ ′ 로 정리되고 이제, 를 로 바꾸어 표시하

면 다음의 입찰함수를 얻는다 여기서. ( ′는 새로운 적분상수)




 ′ [4-24]

그런데 모든 에 대해  ≤ 이어야 하므로 위식에서  ≤ 이

어야 한다 또한 모든. 는 음이 될 수 없으므로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종 입찰함수는 
 


   ⋯  이 되며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기자가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할수록 각 경기자는 자신( )

의 주관적 가치에 가까운 값을 입찰가격으로 적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이다.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개의 컨소시엄이 입찰한 관계로 가 되지만 이2 n=2 ,

는 다수의 입찰자들이 서로의 성향을 모르는 불완비정보하에서의 가정이므

111) 대칭적 내쉬균형에서는 모든 경기자의 입찰함수가 동일하므로   이다.

또한


는


로 바꿔쓸 수 있다.



- 121 -

로 모든 업체들이 사업수주를 위해 개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2

큼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값이 가 아니라 충분히n 2

큰 값이며 


이라고 가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1 .≒

모형에서 가장 큰 변수는 각 컨소시엄이 판단한 토지의 주관적인 가치인 

어떻게 판단했는지 어떤 독립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분석요소가 된다.

모형을 통한 토지가격 결정과정 분석(3)

용산 개발사업의 시장의 실패라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가장 큰 이유가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과도한 토지비를 제안했.

다는 것이고 수요추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과 마지막이 비전문가 집단이며

컨소시엄의 구성 자체가 사업을 끌고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가장 주로

논의되는 부분이다 이 중 과도한 토지비와 수요추정에 대한 부분은 분양가.

에 대한 신념과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 구조적인 측면과 시장 예,

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모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연 각자가

생각하는 토지가치와 시장에서의 토지가치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

펴보는 것이다112).

전 컨소시엄 컨설턴트 우리가 토지가격이 조금 낮아서 떨어지긴 했( )A :

지만 당시 계획안은 더 현실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

요 토지가격이 높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걸 높다고 생각했던. ,

112) 만약 시장가치보다 입찰에서 적어낸 토지가치가 더 높다는 것은 사업시행자
가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로 소위 승자의 저주 현‘ (Winner’s Curse)‘
상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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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용산 근처 주상복합만 해도 평당 만원씩 하. 3-4000

는데 여기서 주상복합 지으면 그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다고 생각한 사

람 없었어요 당시 사업계획을 보면 거의 오피스와 상업시설이었는데 그. (

게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때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보상용도를?)

제외하고 주거는 계획하지 않았고 오피스하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했죠.

수요추정도 했지만 그거는 그냥 요식행위고 대부분 건물 살 수요자들이

컨소에 참여했어요 다 알만한 사 사 이런 곳들은 사옥 하나씩 가져가. L , C

려고 들어온거고 투자의향서 다 받아서 거의 다 팔린다고 봤어요 어쩌면, .

수요추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한거에요 물론.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오피스 자체 수요도 있고

용산이라는 곳의 입지와 당시 외국에서 대규모 상업시설 운영하던 업체에

서 다들 하겠다고 참여했으니까 토지가격이 다소 높다고는 해도 무리할

만한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 돈 대겠다고 은행들도 서로 줄을 섰었으니까.

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에서 돈을 다 댄다고 해서 삼성컨소에서는 은.

행을 한 곳만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시행자의 한 임원 입찰 당시에 경쟁이 어마어마했어요 서로 정보: .

를 얻어내려고 사활을 걸었었고 입찰 직전까지 토지가격을 적은 입찰서류

가 조짜리부터 조짜리까지 수십개를 가방에 넣고 어떤 것을 낼 것인지7 8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측에서는 조가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반대하기도. S 8

했지만 우리가 얻은 정보로는 조를 써내야 될 거 같다고 해서 맨 마지막8

에 서류를 바꿔서 넣었어요 상대 컨소에서도 나름대로 정보를 얻었는지.

먼저 그 쪽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그 당시 짜릿했던 기억은,

잊기 어려울 겁니다.

사업시행자 관계자 우리 컨소시엄도 랜드마크는 가 사가기로 한거고: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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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대부분이 나머지 빌딩들 각자 사갈려고 컨소에 참여한 거죠 들도SI . FI

빌딩사서 투자할려고 지분참여한 거고 상업시설도 두바이 사 미국 사, N , T

등이 들어오겠다고 했으니 그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봤었던거죠.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에 코레일에서 랜드마크을 매입 결정했고 인허가,

만 진행되었다면 사와도 빌딩 매각얘기는 거의 다 됐었고 호텔도 매각L ,

했고 상업시설은 중국 사가 지분 인수해서 운영까지 하겠다고 했으, S 25%

니까 서울시에서 인허가만 예정대로 추진했어도 사업이 이렇게 되지는 않

았을 거에요.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시행사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당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만한 규모였다는 주,

장이며 외부 경기 변동까지 예측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 .

간이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당장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불확실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

의 분양에 대한 예측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해진 변수로 취급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년 후반기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는. 2008

미래의 예상분양가를 낮출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

해 민간시행자는 토지비를 조정하거나 분양면적의 증가 즉 용적률의 상향,

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와 코레일간의 토지비 조정이.

실패113)하고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불가 입장에 따라 사업의 주도권이 민간

에서 토지주인 코레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을 앞서 민간시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한 보수함수를 통해 분석해보

면 외생변수인 시장변화에 따라 예상분양가가 하락하게 되고 이를 조정하,

113) 토지비 납부조건에 대한 일부 완화와 토지비 반환채권 추가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의 양보가 있었으나 결국 협상을 결렬되고 실질적 사업주관사인
사는 경영권을 반납 지분 양도 하고 코레일이 전면에 나서 사업을 추진S (AMC )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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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분양면적의 증가나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외부적인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을 민간에서 전적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큰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만.

약 공공이 코레일과의 협상과정에서 개발규모를 완화해주지 않았다고 가정

한다면 토지가격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외생적인 시장변화에 따라 융통

성있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코레일과 서울시의 협상은 부분적으.

로 양쪽 다 원하는 것을 확보한 협상으로 귀결된 듯 하지만 사업Win-Win

의 시행이라는 전체 게임에서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야기하게 된 것

으로 잘못된 협상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단계를 재검토해보면 서울시와 코레일은 모두 공익을,

추구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협상이라고 믿었지만Win-Win 114) 실제로

는 실패한 협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서울시 코레일의 협상에 대한 주인 대리인 모형을 통한 분석(4) - -

서울시 코레일의 통합개발 협상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 서울시가 추구하-

고자 하는 정책을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의 결과라고 판단했지만Win-Win

결과적으로 실패한 협상이 되었다 여기서의 의문점은 통합개발의 효과로.

코레일의 토지가치가 상승한 것을 환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성공적인 정

책의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서울시가 통합을 하지 않았더라.

도 코레일 토지는 충분히 개발되었고 그에 따라 낙후되고 버려진 토지의 개

발이라던가 경제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등의 정,

책적 효과는 모두 거둘 수 있었고 단지 추가될 수 있었던 것은 한강변의

경관개선 정도였을 것이다115).

114) 전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서울시의 서부이촌동 편입결정
은 옳은 결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코레일의 토지가치 증가는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는 근거라고 답변하였다.

115) 이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시책인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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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용산개발사업의 정책적 홍보 효과가 서울

시의 통합개발 정책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

한 맥락에서 코레일의 토지가치 증가도 서울시의 정책의 효과로써 인식하게

되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코레일의 토지가치 증가 역시 국가적 공익이며.

이를 서울시의 공익에 더하여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16).

경험적으로 어떠한 대규모 부지를 개발함에 있어 용도지역의 상향이나 용

적률의 부여는 정치적 목표의식과 리더쉽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명분과 함.

께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실무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은 쉽게 움

직이지 못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사와의 도시계획협상 과정이나 도시계. D

획변경 사전협상제도117)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례를 만들거나 공익 확보를 위한 내부 지침 등 수립 이후 움직.

이지만 이 경우는 공무원들 역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당연한 공익으로 판

단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문으로 남는다.

이는 서울시가 코레일의 토지가치 향상이 정책적 성공에 의한 결과물이라

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개발에 따른 이익은 코레일로 귀속되었음에

도 토지보상 수용 사업리스크 등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와 서울시에게 이전, ,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116) 결과적으로 코레일의 토지가치 증가는 서부이촌동의 보상기대치를 상승시켰
고 서부이촌동의 보상기대치 상승에 따른 지가의 앙등을 투기로 인식하여 주민
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조원의 공익이 발생했다고 인식하였. +2
지만 실제로는 조원 이상 최종 토지가격은 초기의 코레일 토지가격에 비해2 (–

조원이 증가 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외부 경기변화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4.2 )
없도록 서울시의 정책적 수단의 여지를 축소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17)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만 이상의 대규모 가용지 중 입지여건과1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공
공과 민간의 협력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좋은 개발을 실,
현하는 제도로 그간의 도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혜
시비로 논의자체가 어려웠던 도시계획변경을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와 함께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년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배경과 구체적 절차2009 .
및 지침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변경 주거비율 변경과 같은 민,
감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년 본격 시행 이후2009
지금까지 약 건의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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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례의 시행과정에서의 자금조달이나 민원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

거질 때 마다 각 행위주체들의 책임회피 행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익과,

책임의 귀속문제는 본 사례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주체 주요 책임회피 논리 실질적 역할

서울시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으로 보상의 주체는 사업시

행자이며 서울시는 관련 인허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다.

통합개발 주도

코레일

코레일은 사업시행 주체가 아닌 토지소유자에 불과

하며 본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코레일이 최대주

주이나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의 최대주주는AMC

사이며 모든 의사결정은 실질적으로 주관사인 사S S

를 통해 결정된다.

개발이익의 귀

속 주체

사S

용산개발사업은 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SPC

리 회사는 일부의 지분만을 참여하고 있으며, AMC

는 의 자산관리회사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은SPC

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사의 이SPC PFV , S

사는 인 중 인에 불과하다10 1 .

의사결정을 주

도하는 사업시

행 주체

정부

국토부( )

용산개발사업은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

으로 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공공부채 해결

을 위해 용산

개발사업 결정

표 주요 행위주체들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회피 논리[ 4-6]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정치시장에서의 주인 대리인 이론을 통해 해-

석해볼 수 있다.

은 공공의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과 주요 참여자들간의 관Mitnick(1980)

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인 대리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주인 대리인 모- . -

형은 원래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직현상과 조직내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몇 가지 가정들을 완화하여 주인 대리인 관계를 계층적, -

통제 에 초점을 맞춰 관료행태 연구에 적용해왔다(hierarchical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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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는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쉽게 이Moe(1984) -

해될 수 있고 정치는 시민 정치가 고위관료 관료 일선관료 로 이어지는‘ - - - - ’

주인과 대리인의 연쇄 로 볼 수 있(chain of principal-agent relationships)

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인 주인과 마지막 대리인을 제외한 모든 참.

여자들은 동시에 주인이자 대리인인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책과정에 대한 주인 대리인 이론은 정책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으로 민주주의에서의 정책과정은 국민 정치‘ -

가 정부 일선관료 국민 으로 다시 이어지는 연쇄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결- - - ’

국 정책이란 일부의 국민 집단 이 또 다른 일부의 국민 집단 을 정부를(A ) (B )

통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사례에 주인 대리인 이론을 적용해보자- .

코레일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적자해소를 통해 국가재정부담을 해

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정부 국토부 를 대리하고 정부는 불특정. ( )

다수의 국민을 대리한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대리한다 물론 동시에. , .

서부이촌동 주민도 대리하게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익 또는 공익 이 귀속되는 주체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다( ) .

용산사업의 복잡한 구조와 각 주체간 책임회피 행태를 볼 때 주인 대리인, -

이론에서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인 대리. -

인 이론에서 실질적 책임은 주인이 지게 된다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

주체는 명목상 였다 이에 서울시와 코레일은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은PFV .

에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시장상황이 변화되자 역시 사PFV , PFV

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였다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비를 조정하.

고 서울시를 상대로 용적률 증가 및 인허가 진행 협조를 요구하였다 민간.

시행자의 보수함수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움직

임이지만 이는 토지주와 서울시에게는 사업추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가 사업 추진에 있어 온전한 주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PFV .

본 사례에서의 주인 대리인의 연쇄관계는 그림 에 나타나있다- [ 4-4] .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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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의 주장은 대부분의 이익이 귀속된 코레일이 실질적인 주인이며PFV

는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이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PFV

있다 결국 는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서부이촌동에. PFV

대한 보상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서울시 역시 최대한의 용

적률을 부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구도가 만들어졌으며 이

러한 구도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핵심요인이었

다.

따라서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가져가려고 했다면 코

레일과의 협상에서 기존의 토지가치만큼만 보장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을 환

수하여 외부경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개발이

익을 통해 서부이촌동에 대한 보상을 직접 책임지는 전략을 취했어야 했다.

사업의 모든 이익과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가 였다면 서울시는 개발계획PFV

과 관련된 협상을 와 했어야 하며 토지주에 불과한 코레일에게 개발이PFV

익을 귀속시켜주는 결과의 협상이 본 사업을 어렵게 만든 실패요인으로 결

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서의 주인 대리인의 연쇄관계[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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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5)

관계자 우리야 당연히 법대로 하면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들어온PFV :

거죠 서부이촌동이야 안되면 서울시가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었.

고 하니까 수용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

는 서울시가 훨씬 적극적이었으니까 별로 걱정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

니다.

비대위 임원 이건 서울시하고 코레일이 우리 땅 갖고 자기들끼리 거:

래한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잖아요 주민의사는 묻지도 않고 주민재산권? .

은 다 막고 자기들끼리 해쳐먹은 거지 코레일땅은 장부상 천억짜리가. 8 8

조가 되었는데 우리땅은 억 올랐다고 주민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고, 1-2

거래도 못하게 막고 나중에 수십억 준다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보장한 건

없어 보상계획 발표한 거 보면 다 거짓말이었다는거 알잖아요. .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시행의 균형함수에서 외생적 변수인 시장변

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부재가 사업의 실패를 초래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토지주가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이었다면 용도지역의 상향이나

용적률 증가는 어려웠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줄었을 것이다.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갈등 중

의 하나가 바로 공익에 대한 해석이다 서울.

시민을 대리하는 서울시의 공익은 용산개발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

규모 랜드마크 건설에 따른 도시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118) 등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구.

118)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명분으로 부도심 기능확충 강남북 균형개발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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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확대에 따른 개발이익은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환수해야 하

는 대상이어야 하지만 본 사업이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적자해소 차원에서

시작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코레일에 많은 이익이 귀속되는

것이 공익을 저해한다거나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기대가치를 증폭.

시켰으며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상수라고 판단한 보상비가 실제,

로는 토지비와 연동된 변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정작 사

업의 주요 추진주체인 사업시행자와 서울시의 향후 변화되는 환경에 대비하

여 계획의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금융위기 등의 외부적 환경변화와 보상기대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끊임없이 용적률 향상이나 기반시설 비율 감소 등의

행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추가적인 규제완화·

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였으며 결국 민간주관사가 물러나고 토지주

인 코레일이 토지가 조정과 유동성 추가공급 등을 통해 사업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용산개발사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용산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통합하여 개발하려는 정책이 정치적 사회,

적 요구에 의해 정책결정자가 정치시장의 수요를 받아들여 충분히 결정가능

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도시계획상 필요한 정책이었다면 보다 신중한 접,

근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가 민간 사업시행자의 보수함수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했다

면 코레일과의 협상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 것이고 코레일의 초

기 기대치만큼 토지가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민간부문

의 과도한 토지가격 경쟁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서부이촌동의 보

상기대치를 낮추고 향후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여력을 확보하

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구도를 형성시킬 수 있었

을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 뿐 아니라 조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 생산 부가가치 와, 67 ( + ) 36
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을 크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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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 분석4.

개요(1)

서울시와 코레일의 협상을 통해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하여 일

방적으로 수용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물론 서울시는 용산개발사업은 발.

표되기 이전에 비해 서부이촌동의 시장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들에 대해 자신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헐값에 소유권을 수용당하는 불쌍한

소시민이라는 시선과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하여 공익을 무시하고 다수의 사

업찬성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투기꾼으로 보는 시선이 상존한다.

보상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는 사업무산 이후 실제 거래가격이 사업시행

에 따른 예상 보상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보상비 극대화를 위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이지만,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의 행위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했음에도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전형

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며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Prisoner’s Dilemma)’

개선하기 위한 보완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분석의 목표이다.

모형의 설정(2)

용산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사용 수용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철도정비·

창 남측의 한강에 인접한 서부이촌동 일대 여 가구가 수용대상으로 편2,200

입되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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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 절차에 따라 게임모형을 설정)” 119)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분석

한다.

보상을 수반하는 사

업의 사업시행자와 주

민의 의사결정은 그림[

과 같은 단계로 진4-5]

행되는 게임의 순차게

임의 형태를 갖는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

가금액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매수

가액을 제시하면 피수

용인들은 수락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을 신청하게 되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

결을 결정하면 피수용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소송120)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총사업비용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사,

업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을 고려하여 피수용자에게 법적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유인이 있으며 피수용자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액을 받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119) 용산개발사업에서 실제 보상절차는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부이촌동 주민
들과 사업시행자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상에 대한 게임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소
괴리가 있으나 년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 2008
자측에서 개략적인 보상금액을 홍보하였고 년 이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계2012
획을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방식과 이주대책에 대
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졌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절차를 기준으로 한 게임을 가
정하고 보수구조를 설정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120) 일반적으로 보상에서 가능한 소송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므로 승소 시 주민
이 원하는 추가보상을 수령하고 패소시는 기존 재결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된다.

그림 보상협의과정의 게임나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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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와 주민의 의사결정구조○

그림 은 토지보상과 관[ 4-6]

련한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보

수구조121)이다 행정소송의 경.

우 주민은 보상금의 증감과 관,

련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재결금액

을 공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게임은 재결까지만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토지보상.

협의가 시작되고 시행자가 협

의매수가액을 제시하면 주민은

시행자의 행동을 예측하여 이

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으로 하

게 된다.

주민이 협의를 거부하고 방해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 시간지

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간손실에 보다 추가보상에 따,

른 이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보상 전략을 취하게 되며(M>B) ,

주민은 추가보상이 예상될 경우 반대를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면 동의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즉 수용권을 갖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동의와 반대에

대한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주체별 의사결정○

주민의 보수구조에 따른 기대보상 은 다음과 같다R .

121) 서부이촌동 주민들과의 보상과 관련한 게임모형은 이종현 의 논문 공(1998) “
영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 관한 게임이론적 접근 에서 참조”

그림 보상게임에서의 보수구조[ 4-6]



- 134 -

  

[4-25]

여기서 는 시행자가 절차이행 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민이 신뢰할 확률‘ ’α

로서 용산개발사업에서는 보상을 위탁받은 공사가 절차대로 보상을 할SH

것이라고 믿을 확률이다 동의자와 비동의자간 민간개발에 따른 추가적 보.

상혜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를 지속할 것인지 적당한 시점

에 사업에 동의하고 추가보상을 수령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

택이다.

여기서 신뢰도 가 이상이면 주민의 최선전략은 동의 가 된M/(M+A) ‘ ’α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 때 동의 및 협의수락, p* = 1 ( ) [4-26]

 ≺
 일 때 반대 및 재결민원, p* = 0 ( ) [4-27]

한편 시행자의 기대손실 는 아래와 같다 는 시행자가 절차이행 을 취C . q ‘ ’

할 확률을 의미하며 는 동의 를 선택한 주민의 비율을 말한다p ‘ ’ .



[4-28]

여기서 이고 이므로 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어야B-M>0 1-p>0 , C q=0

한다 즉 시행자의 최선전략은 주민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추가보상이 된.

다 즉 단일사업의 경우 시행자의 최선전략은 시간지연에 의한 손실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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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범위에서의 추가보상 이고 개별주민의 최선전략은 시행자의 절차이행에‘ ’

대한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
 일 때 동의 및 협의수락 추가보상, p*=1 ( ), q*=0 ( ),

이 때 R*=0, C*=0 [4-29]

 ≺
 일 때 반대 및 재결민원 추가보상, p*=0 ( ), q*=0 ( ),

이 때 R*=M, C*=-M [4-30]

결론적으로 시행자는 주민의 협의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절차이행에 대

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그 때 시행자의 기대손실은 만큼 절감이 된다M .

모형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의 분석(3)

도시개발법의 사용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자가 수용대상 토

지등소유자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인정고시를 얻게 될 경우 공익50% , ‘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에 의해 대상( )’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경제개발이라는 공익적. ,

목적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를 비롯한 여 세대에 대한 수용절차를 통해2,200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다른 법률122)과 마찬

가지로 수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에 따른 낙수효과 가(Spillovers)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도시개발법에는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법률에서.

122)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대표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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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당해야 하는 주민들

은 높은 가격에 매각된 코레일 토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추가보상에 대한 요구가 무척 높았고 사업시행자인 는 민간혜택이란 명PFV

목으로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것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만 하였으며 이는 위 모형에서처럼 추가보상을 하겠

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권을 통해 수용사용방식의 시행자가 되기 위해․
서는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된다 따라서 민간시행사는 빠른 동의확보1/2 .

를 위해 법적인 보상 외에 추가보상 전략을 선택123)하였고 그에 따라 주민

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보상비를 받고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124)은 대체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파트와 같이 존치되어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한강조망권에 대해 상대적인 프리미엄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까지 강제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속

에 반대 전략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125).

그러나 서울시와 사업시행자는 서부이촌동의 자산가격 상승을 부동산 투

기에 의한 현상이라고 하여 서둘러 이주대책기준일을 지정하는 등 서부이촌

동의 보상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단하였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움직임

이라고 판단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동의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보상절차

123) 동의서 제출 순서에 따라 최대 만원의 이주비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주3,500
시 분양중도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으로 통해 상당한 추가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음

124) 주로 다세대 다가구 지역이 주민들로서 높은 보상기대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
경을 빠르게 개선하고자 하는 기대와 함께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입주권을 매각
하고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125) 용산개발사업을 통해 입주권을 매각하고 이주를 하려는 주민들은 사업에 동
의하여 추가보상 민간시행사에서 약속한 추가 혜택 을 보장받은 반면 사업의 추( )
진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 주로 아파트에 거(
주하는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민들이며 사업 이후 재입주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더 높은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음 은 더 많은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오히려 추가보상 혜택에서 배제되어 더 강하게 사업에 대한 반
대를 전개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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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어 보상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러한 반대움직임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시행사 전 보상팀장 여기 용산 말고도 다른 도시개발사업 지역들로( ) : ( )

다 보상했어요 동의율 더 낮았던 지역들도 있었고 결국 보상비 풀리기. ,

시작하면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 금방 구분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결국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가는 거구요 문제는. . SH

공사에서 보상할 때는 전체 보상비를 예산으로 받아놓고 시작하지만 여기,

는 보상계획 발표해서 주겠다는 약속만 해놓고 보상끝난 사유지도 담보로

잡아서 자금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막상 보상절차 진행하는게 쉽지는 않

을 것 같네요 여기 격렬하게 반대하는 정 이 또 누구냐.... ( )... OO, OO

외부에서 온 주민이 아닌데 브레인 역할을 하는 김 이런 분들 직접, , OO,

만나봤구요 반대한다고 여기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보상도 거래사례비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헐값에 보상받는게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본인이 투자한만큼 받아가지 못하. ,

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일단 강하게 반대해서 통합개발만 저지하면 서

울시가 어떻게든 재개발을

하도록 할거고 그 때 다시

폭탄돌리는 분위기가 일어

나면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 거에요 그럼 동의서. (

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

은 왜 그랬다고 판단하시

나요 동조하는 주민들은?)

상당부분 선동당한 거라고

봐야죠 말도 안되는 소문.

들 예를 들어 동의서를 내면 드림허브에서 우리 땅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그림 추가동의서 접수 시 홍보전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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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받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돈도 못 받고 집도 뺐긴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실제 존치를 원하는 주민은 미만이라고 봐요 일부는. 5% .

사업이 무산되고 재개발 재건축 구도로 가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서울시126)가 의 동의율로는 수용절차를 진50%

행하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며 적어도 75%127)는 되어야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사업에 반대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추가보상 전략을 선택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절차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협상을 통해 반대주

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소결(4)

사용수용방식을 준용하는 용산개발사업에서 여 세대의 보상은 상당2,200․

126) 공사를 통한 지분참여와 함께 서부이촌동의 토지보상업무에 대한 상당한SH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있음 합의서 참조.( )

127) 와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입장 표명으로 공식적인PFV
의견은 아님 전 시행사의 보상관계자에 의하면 사업초기의 서울시와의 협상 과. ( )
정에서 서울시가 높은 동의율을 요구했으나 동의서 징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충
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한 이후 추가적인 징구를 하지 않았으며
필요했다면 충분히 높은 동의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서울시.
에서 를 주장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개발이나 도시75-80%
환경정비사업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조합설립 기준인 를 염두에 둔 것으로75%
판단되지만 조합에 의한 사업과 토지를 전면매수하는 경우는 사업추진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막대한 초기비용의 차이이다 수용사용방식.
은 초기에 토지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사업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른 세금과,
이자비용으로 사업자체가 좌초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보수함수 참조 실제( )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매몰비용의 대부분은 세금과 이자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내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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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였다.

약 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한 채 보상을 강행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우56% ,

려하였으나 동의수준은 높아지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는 점점 더 강해졌

다.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의 의사결정을 분석해보면 상호 합

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번의 게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가보상을 선택하였고

시행자의 추가보상 전략과 실질적 보상기관은 공사 서울시 의 정책변화SH ( )

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게임상황

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간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에게 사업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주장한 서울시 측의

정책변화에 따라 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자금1

조달과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에 되었던 바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은,

효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반대주민들의 민원이 강해짐에 따라 보상절차의 이행을 주저하

였고 이는 더 큰 민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이후 반대의 강도가 더욱

강해진 것은 주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였으며 서울시에서 정책적

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다면 법적인 절차대로 이

행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일관되게 보냈어야 한다는 것이 보상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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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5

제 절 결론1

도심에서 수행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권리자가 다수이며 민간과 공공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된 사례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지연되거나 무산되었고 이는 사회적 후생

손실과 공공의 정책집행에 대한 리더쉽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의 실패사례를 통해 기존 사례의 돌파구를 찾거나 향후

예정된 사업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이 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나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인과

관계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각 이해관계 주체들간 소송전이 벌어,

지고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밝,

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의사결정과정이 아닌 결,

과자체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치적 입장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의 책임론은 부각되고 있지만 단순하게 한 정치인의 치적쌓기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치부되고 있어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

의는 더 진전되기 어려운 실정128)이다.

민간 부문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외생적인 시장실패를 예견하

지 못한 자본의 탐욕이라는 현상이 지배적이며 전문성이 부족129)이나 사업

128)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공공디벨로퍼 조직을
구성하고 시장분석 능력을 정교화하며 대규모 개발계획의 무모함을 지적하는 등
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129)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주에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끌어오고
경험해 온 수많은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있었으며 국내외 유수의 컨설팅사와 용
역사들이 합류하였으므로 국내 영역에서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은 다소 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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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로써 게임이론

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례,

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게임이론적인 해석은 무엇보다 각

이행당사자간의 유인구조를 명확히 밝히는데에서 시작되며 일단 유인구조를

밝혀내면 가치중립적인 평가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계에서. 1

코레일과 서울시의 협상은 협상당사자와의 결과만 본다면 결과로Win-Win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가 게임에 추가되는.

경우 성공적인 협상이 실패한 협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주인 대-

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의 이유는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협상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통합개발 자체에 대한 합의만 협.

상하고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하는 했어야 하며 만약 코레일과의 협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었다면 개발이익을 환수 또는 보류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완충자원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것이 단계에 대한 분석의 결론이다1, 2 .

단계의 보상게임에서 주민들의 유인구조는 사업시행자의 행동에 따라 결3

정되고 시행자가 추가보상을 결정하는 경우 반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질 수록 반대라는 의사결정의

보수가 커지게 된다 용산개발사업에서는 단기간에 동의율을 높이고자 높은.

수준의 민간보상을 홍보하였고 자금조달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새로운 시

장의 수용을 강행하지 않으며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시그널

을 여러차례 보냄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강하게 반대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년 이상 사업주체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감정평가. 1

를 통해 정확한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시

행자의 의견도 반대주민들은 거부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용산개발사업의 실패는 정치인의 치적쌓기 문제에서 발생했다기보다 공공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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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에 대한 무지와 공익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시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민간부문의 보수함수나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유인

구조 등을 고려하였다면 코레일과의 협상결과나 주민들과의 보상과정이 달

라졌을 것이다 서울시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도록 만든 요인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제 절 정책적 시사점2

본 논문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을 게임이론적 틀 속에서 해석

하고 복잡한 이해주체간의 의사결정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그 인과관계

를 해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민간부문의 보수함수와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부문

의 의사결정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관협력형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사업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내고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공공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민간부문의 동력을 적극 활용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공익

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갖고 이를 호도해서는 안된다 코레일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되는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공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는 결코 공익적이지 못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적 공익은 한강변이 경관개선 국,

제업무지구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 등이다 그리고 이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만 달성이 가능한 공익이다 따라서 코레일의 토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성공적인 도시계획적 목표 달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가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코레일의 토지가치 상승을 공익으로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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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상당한 판단 착오였으며 그 이유는 한강르네상스 시책사업의 임,

기내 추진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향후 경제발전을 공익적 배경으로 하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은 선진

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사회에 귀속되지 못함에 따라 도심지역.

에서 수용을 통한 사업을 필연적으로 강한 저항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용

산개발사례에서 경험해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의 양상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동의율만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보상기대를 심어

주었고 서울시는 신임시장이 선출된 이후 법적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냄에 따라 더 큰 반대민원을

자초하였고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나타나 사

업이 좌초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교훈으로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를 낮추되 공공부문

은 제도의 틀 속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시그널을 일관되게 보내야

만 용산개발사업처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외부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와 환수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로 적극적으로 환수되거나 사업의 장기

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실패

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공공의 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수용에 반대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 되며 정책집행의 신뢰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신뢰한 또다른 집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130) 따라서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되 공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130)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은 사업이 진행될 것
으로 믿었던 동의자들과 보상을 기다리며 피해를 감수해온 상가세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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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한계3

본 연구는 민관협력형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사례를 사후적으로 해

석한 연구로서 게임이론이라는 틀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분석한

새로운 시도이며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각 의사결정상황에 맞는 게임모형의 타당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는 분석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적

용하였으나 더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

용된 모형을 통해 나타난 분석 변수들에 대해 다양한 가정을 통한 시뮬레이

션 작업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생사업들이 동질적이지 않고.

유사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각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정교한 구성이 필수적

일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유인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공공부문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는 사업이 무산된 이.

후 관련 공무원들의 인터뷰나 자료협조가 매우 배타적으로 변했기 때문인

데 따라서 저자는 과거의 문헌자료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로 간접,

적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시간이 지난 이후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백서와 같은 자료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렇지 않다면 다시 유사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보수함수를 구성하는 각 변

수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수리모형을 구축한다면 훨씬 정교한 설명

이 가능할 것이며 정보의 유무 참여자의 증가와 같이 가정을 완화한 게임,

이론의 모형을 적용할 경우 더욱 체계적이고 정치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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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gard to most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the private

sector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implementing projects driven by

development profit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sector has taken

limited actions such as setting up development guidelines and approving

plans. However, Public sector is required to play more active role

especially in the large redevelopment projects on the large-scale brown

field site(previous site of relocated facilities) because of the impact on

the existing urban structure as well as social, economic effect on the

whole city. In recent cases, public sector ten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ose projects as one of the shareholders of the developer.

While the private sector seeks its profit and the public sector put its

priority on public welfare, they must fac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wo parties and problems regarding unclearly defined role. As a result,

mos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projects are delayed or stopped.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failure of PPP redevelopment projects is

attributed to the market failure caused by external effect such as

real-estate market recession, but there are few discussions on the role

of public sector as a main reason of the failure.

This is a case study on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urban

development project which was finally terminated Oct. 10th in 2013

along with the cancellation of development zone design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eginning, development, and termination of the project

as a representative PPP project. The private sector motivated by profit

seeking and its decision is predictable, whereas the public sector

motivated by various reasons including public wealth, financial needs, or

political accomplishments and accordingly its decision is unpredictable.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public sector's decision making

background and its influence on the project which features a long-term,

heavily invested, larg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with confli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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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 among multi parties.

This study applies the Game Theory to the analysis of the case. The

Game Theory is useful for analysing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inter-dependence and individual rationality under the game circumstance

where various entities should make decisions considering their own

incentives. In this study, it is assumed that the process of a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s a set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among the

related parties. Each processes are interpreted through the Game

Theory, correlations among each processes are analysed and then the

main causes of the project's failure can be derived from it.

The major participants of the Yongsan project consist of Korail(Korea

railroad company) as the largest landowner, Dreamhub PFV as a

developer, residents in private land which is expected to be under

eminent domain process, and Seoul city government. The process of the

project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s follows. First, a development

guideline was set up through the negotiation between Korail and Seoul

city government. In this stage, they decided to include the private lands

near Korail site into the development zone. Second, the private

developer joined the project as a leading entity for some period and

then drew back from decision making process. Third, Korail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instead of private developer and then the

project finally terminated.

At the first stage, Seoul city government insisted the extended

development zone including private lands through negotiation with

Korail who originally wanted to develop its own land. In this

negotiation, Korail could make its land value maximized by deregulation

of the land. Therefore, two parties reached an agreement satisfying both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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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econd stage, private sector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rough

the bidding process, suggesting highest land price under the given

development guidelines. When the project suffered from unexpected

global financial crisis, private party requested the share of responsibility

to Korail, the landowner, and Seoul city government. However, the

negoti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failed, and the private

party drew back from leading power. Korail, as a public company,

couldn't change the land price determined at the open bidding process.

Seoul city government had no room for additional deregulation benefit

because it gave all incentives to Korail in the first stage. In this aspect,

the negotiation between Korail and Seoul City in the first stage was

wrong because it failed to cope with external uncertainty during

long-term development period.

At the last stage, the project faced difficulties due to the delay of

eminent domain process for the private lands. The analysis of

compensation game shows that the developer's best strategy was

providing additional compensation, while the residents' best strategy was

opposing the project. Seoul Housing Corporation, a Seoul city affiliate

company, tried to alleviate the conflict through gathering the residents'

opinion, but in the result, it intensified the residents' opposition.

The analysis on each decision making processes shows that one of the

main causes of Yongsan projects' failure is lack of understanding and

the inappropriate respond to private sector'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ts clear motivation: profit seeking.

This study g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game situation in which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are participating, since the public sector can make or

administrate rules of the game, it is important for the public to clearly

understand decision making motivation of the private sector. Secon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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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for the project's success, it is necessary for the pubic to anticipate

the private sector's action in advance, when the public sector sets up

and implement a policy. In this process, Game Theory can be a useful

analysis tool to anticipate the decision making in complicated urban

redevelopment project.

keywords : large redevelopment project,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The Game Theory, public-priv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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