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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지 않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이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반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

에게 분산되고, 이로써 공간개발금융이 확장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탐구한다. 국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크라

우드펀딩은 고위험의 공간개발사업에 선순위로 투자하여 공간개발

금융의 투자 대상을 확장하고, 후순위 투자상품을 통해 공간개발

사업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투자자와 공유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위험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이전된

다. 그리고 소액투자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다수 투자자 사이

에서 분산 및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

과는 크라우드펀딩이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많은 투자자

를 금융 네트워크에 포섭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금융지리학, 공간의 금융상품화, 공간개발금융, 크라우드펀딩

학  번 : 2019-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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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간개발사업에서 금융은 언제나 핵심적인 역

할을 맡아왔으며, 각종 금융수단과 금융기술의 도입은 금융자본이 공간개

발사업에 개입하는 방식을 다각화하였다(김용창, 2005, 2017; 조덕훈, 

2017; 한국주택학회, 2016; Aalbers, 2019). 근래에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공간 및 금융산업에 적용되면서 공간투자의 지리와 금융자본의 흐

름이 변화하고 있다(Fields & Rogers, 2019). 특히 부동산 크라우드펀

딩은 공간개발금융1)을 혁신하는 금융기술로써 많은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다(Knight & Wójcik, 2020; Langley et al., 2020; Wójcik, 2020a, 

2020b).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프로젝트·사업 등이 대중(the 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funding) 행위를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자금조달 통로가 축소된 중소기업과 저신용자를 위한 대안적인 

1) 장희순·김성진(2020)에 따르면 부동산금융을 정의하는 관점은 크게 부동산 금

융시스템적 관점, 자금용도적 관점, 혼합적 관점, 담보대출 관점이 존재한다. 이

상의 관점을 종합하면,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개발·매입·운영·임대차·처

분 등 부동산과 관련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금융상품화 하여 자금을 융

통·운용하는 행위 및 체계, 또는 그 자금의 흐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부

동산금융이란“부동산 또는 부동산사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금융상품화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장희순·김성진, 2020: 43). 부동산금

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개발금융, 소비금융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개발사업

에 투자하는 금융기법을 통상적으로 개발금융이라 일컫는다(손재영 외, 2012; 

한만희·조만, 2008). 그러므로 본 연구는‘공간개발금융’이라는 용어를 ‘공

간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금융상품화 하여 자금을 융통·운

용하는 행위 및 체계, 또는 그 자금의 흐름’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관련 문헌에

서는 개발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 개발금융, 주택 개발금융 등의 용어를 활용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이라는 더욱 넓은 개념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공

간개발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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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법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투자 한도가 낮아 소액투자

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real estate crowdfunding, RECF)은 글로벌 크라우드펀

딩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다(Jiang et al., 2020; 

Klis, 2016; Maarbani, 2015; Shahrokhi & Parhizgari, 2019). 최근 공

간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증

가하면서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이 공간투자·개발·거래·이용에 가져오

는 변화에 관한 학문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이성복, 2016; 한국소비

자원, 2016; Langley & Leyshon, 2017; Shahrokhi & Parhizgari, 

2019; Shaw, 2018).

국내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2010년대 중반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

고 있으며, 주로 공간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활용되어왔다(박혜

진·공경신, 2019; 천창민, 2015). 국내 공간개발사업의 금융구조는 프

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법·

상품·행위자가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하나의 금

융기법으로 PF 구조에 결합하여 공간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크라우

드펀딩은 공간개발사업의 주체에게는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조

달할 수 있는 환경을, 투자자에게는 소액으로 간편하게 공간개발사업에 투

자할 기회를 제공한다.2)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공간개발금융시장

에서 배제되었던 공간개발사업과 투자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소형

부동산을 위한 금융시장을 창출하는 등 금융혁신을 이룬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하여 금융체계의 레

버리지(leverage)와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

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8; 김덕규·임춘성, 2018; 윤민섭, 

2019a; 이성복, 2016; 정광식·민성훈, 2017; 최수석·손재영, 2017; 

한국소비자원, 2016; Bieri, 2015; Maarbani, 2015; Montgomery et 

al., 2018; Shahrokhi & Parhizgari, 2019).

2)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간편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투자 한도는 약 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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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공간개발금융시장의 한계차입자와 한계

투자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분

산한다. 한편으로 이는 더욱 많은 행위자와 공간이 금융 네트워크에 편입

되며, 이로써 공간개발사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과 위험의 지리가 변

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금융 및 도시지리학의 선행연구들은 크

라우드펀딩이 더욱 많은 양의 자본을 공간개발사업에 공급하여 공간의 금

융상품화를 심화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차입자에게까지 신용-부채 

관계를 확장하여 크라우드펀딩 금융 생태계의 공황(crisis)과 붕괴의 위험

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과 도시공간의 상호작

용에 관한 비판적 이해를 도모하고, 크라우드펀딩이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심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다층적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Bieri, 2015; Knight & Wójcik, 2020; Langley, 2016; Langley et 

al., 2020; Langley & Leyshon, 2017; Wójcik, 2020b).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 및 도시지리학의 시각에 기초하여 크라우드펀딩

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이로써 국내 공간

개발금융이 확장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크라우드펀딩이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기존 금융체계에서 배제되었던 

공간개발사업을 흡수하고, 이러한 위험을 디지털 기술과 소액투자라는 특

성에 기반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이전·분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금융체계가 인수하지 않은 공간개

발사업의 위험을 크라우드펀딩이 수용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공간개발금융

의 범위가 확장되는 양상을 포착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소화할 수 있었던 동인을 디지털 기술과 소

액투자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분산 특성으로부터 찾고자 한다. 

즉,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반한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많은 행위자를 금융 

네트워크에 포섭하여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

간의 금융상품화를 심화하는 메커니즘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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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절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을 조작적으로 정의

하고,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한다.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공간개

발사업에 대한 신디케이트 투자와 부동산담보 대출로 구분된다(Jiang et 

al., 2020). 이러한 유형화는 자금의 용도뿐만 아니라, 지분투자와 대출이

라는 투자의 형태까지 고려한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공간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지분투자형이 아닌 대출형 크라우

드펀딩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표 Ⅰ-1]과 같이 후원형, 기부형, 

증권형, 대출형으로 분류되며, 해외에서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활

용하여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2015년 7월「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

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 

결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3) 시장에 자리를 잡

았다(박혜진·공경신, 2019; 이경민, 2019; 정광식·민성훈, 2017; 천창

민, 2020; 최수석·손재영, 2017).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을‘대출의 형태로 공간

개발사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으로 정의한다. 그리

고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

장의 맥락을 반영하고, 용어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물론 쉐어

3)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거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직접 

대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P2P(peer-to-peer)대출로 더욱 잘 알려져 있

다. 하지만 최근 법인이나 기관투자자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주체로 참

여하고 있으므로, P2P대출이라는 용어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P2P대출은 국내외 학술논문, 통계, 공식문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크

라우드펀딩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이성복, 2018; 천창민,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2P대출 대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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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와 같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부동산업에 한해서는 국내에서도 예외

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개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작동하므로, 대출형 크라우

드펀딩으로 연구의 대상을 한정하였다.

구 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
방식

관련법률 내용

비
투
자
형

기부형
기부금 
납입

무상
보상의 조건 없이 순수한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

후원형
후원금 
납입

비금전적 
보상

다수의 후원자가 모집자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쿠폰, 
할인권, 상품권 등 비금전적 형태로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음

공연·음악·영화·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

투
자
형

증권형
증권
발행

유상
(이자, 

배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생기업 및 소자본 참여자에게 
엔젤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주식 취득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함

대출형
(P2P)

대출
계약

유상
(이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소액대출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 및 사업에 자금을 지원

대출에 대한 이자 수취가 목적

*자료 출처: 정광식·민성훈(2017), 한국소비자원(2016) 참조 및 연구자 수정

[표 Ⅰ-1]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2. 연구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세부 연구목표에 따라 두 가지 분석주제를 갖는다. 첫째,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기 어려운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크라우드펀딩이 흡수

하여 국내 공간개발금융을 확장하는 양상을 규명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

과 소액투자, 그리고 고유한 거래구조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분산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개발사

업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었던 동인을 밝힌다. 각 분석주제의 구체적인 분

석 자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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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간개발금융의 확장

본 연구는 공간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순환의 경로(financial 

circuits)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확장되는 양상과 과정을 포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실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의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특성을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의 측면서 고찰한다. 즉, 크라우드펀딩이 투

자하는 공간개발사업과 투자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금융상품의 특징을 살

펴볼 것이다. 둘째,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 평가 및 투자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과 다른 금융기관의 투자 대상을 비교

한다. 이를 통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위험성이 높

은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규명한다. 셋째, 자본시장연구원의 

‘PF 위험점수’를 사용하여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위험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기술한다. 그리고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PF 위험

점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간개발금융

의 확장 과정과 양상을 밝힌다.

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우선 한국P2P금융협회4) 회원사 

중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누적 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크라우드펀딩 사업체를 [표 Ⅰ-2]와 같이 선별하였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블로그, 카페, 투자정보 사이트 등의 공개 게시물을 

통해 해당 업체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 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때, 

투자 대상인 공간개발사업의 위치, 용도, 시공사, 신용공여 주체에 관한 정

보를 모두 구할 수 없는 프로젝트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공사 및 

신용공여 주체의 신용등급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

우, 주어진 사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조회5)하여 분석 자료

4) 한국P2P금융협회는 약 46개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체가 창설한 협회로, 

회원사의 총 누적 대출액은 전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까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전체 현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국P2P금융협

회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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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였다. 크라우드펀딩과는 달리 타 금융기관이 참여한 공간개발 

PF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관련 정보를 선행연

구에서 발췌하였다.

(단위: 억 원, %)

구분 플랫폼명

누적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대출액

연체율
전체 데이터 대비 
수집 데이터 비율누적 부동산

PF대출액
누적 브릿지론

대출액

분석 
대상

사업체

테라펀딩 8,841.8 293.0 20 0.0

데일리펀딩 3,421.5 8.5 0 0.0

어니스트펀드 3,113.6 450.0 10 57.0

헬로펀딩 1,011.2 48.3 0 23.6

프로핏 668.2 - 0 65.0

위펀딩 630.2 - 59 18.8

브이펀딩 564.4 20.0 0 13.9

피플펀드 484.3 252.8 4 61.9

타이탄인베스트 355.4 - 0 95.0

이지펀딩 285.0 - 21 78.8

펀드랑 219.9 - 0 22.2

바른펀드 197.6 25.0 0 10.6

빌드온펀딩 168.3 - 36 92.9

썬펀딩 132.4 - 89 0.0

기타
사업체

스마트펀딩 57.2 - 0

-

펀펀딩 36.5 - 0

미라클펀딩 27.5 - 0

펀디드 26.6 - 52

칵테일펀딩 16.9 11.0 10

투게더펀딩 15.0 - 9

탱커 12.8 - 1

한국경우펀딩 9.7 - 0

줌펀드 4.0 - 4

스마트크라우드 1.0 - 0

크레딧펑딩 - 2.00 75

합계 20,320.8 1,128.6 평균 9 -

*자료 출처: 플랫폼별 누적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대출액과 연체율 자료는 한국P2P금융협회 인용6)

[표 Ⅰ-2] 연구의 분석 대상 및 자료수집 현황

5) 신용평가회사 NICE평가정보㈜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하였고, 신용등급정보가 없

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사채등급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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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비중 점수

사업
위험
점수

용도 0.25

Ÿ 주거 및 공동주택(0), 오피스텔(0.4), 지식산업센터 및 특수목적건물

(0.4), 산업단지(0.6), 상업용 및 업무단지(0.7), 호텔 및 리조트(1), 

그 외(1)

지역 0.30

Ÿ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월별 아파트평균매매가격(㎡당)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평균가격과 상승률을 0~1점으로 점수화하고, 3:7의 비율로 

가중평균. 아파트매매가격을 제공하지 않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1점으

로 산정

시공
사

0.35

Ÿ 시공사 신용등급: AAA(0), AA(0.1), A(0.2), BBB(0.5), BB(0.9), 

무등급 및 무보증(1)

Ÿ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0), 51-100위(0.1), 101-150위(0.3), 

151-200(0.5), 201-250(0.7), 251-300(0.9), 301초과(1)

신용보강점수 -
Ÿ 신용보강 주체의 신용등급: AAA(0.2), AA(0.3), A(0.4), BBB(0.6), 

BB(0.9), 무등급(0.9) 무보증(1)

*자료 출처: 이석훈·장근혁(2019: 18-19) 인용 및 연구자 수정

[표 Ⅰ-3] 부동산 PF 위험요인 및 신용보강 점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세부 위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부동산 PF 위험점수’를 활용하였다. PF 위험점

수는 사업위험점수와 신용보강점수로 구성된 지표이다. 사업위험점수와 

신용보강점수는 각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중 사업위험점수는 

지역·시공사·용도 요인을 [표 Ⅰ-3]과 같이 점수화하고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점수7)이다. Zhou(2001)의 부도상관관계를 반영한 [수식 Ⅰ-1]

의 부도확률 산출식에 사업위험점수와 신용보강점수를 대입해 최종 위험

6) 한국P2P금융협회 P2P대출취급액 월간 공시[웹사이트]. (2020.12.01.). URL: 

http://p2plending.or.kr/public/

7)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증권업이 부동산 PF 유동화시장에 신용공여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업의 PF 익스포져(exposure)를 점검하기 위해 PF 위험점수

를 설계하였다. 그렇기에 용도·지역·시공사 요인과 함께 증권사가 PF 유동화

상품을 발행할 때 제공하는 채무보증의 유형이 사업위험점수 산출에 반영되었다. 

채무보증의 유형별 점수는 유동성 공여가 0점, 신용 및 유동성 공여가 1점이며, 

전체 사업위험점수에서 0.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은 PF 유동화상품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도·지역·시공사 요인을 주어진 비중대로 가중평균한 뒤, 총 비중의 합이 1점

이 되도록 조정하여 사업위험점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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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산출한다. 최종 PF 위험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공간개발사업의 위

험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한다.

p: 사업위험점수, q: 신용보강점수, ρ:상관관계(0.3)

*자료 출처: 이석훈·장근혁(2019: 19) 인용

[수식 Ⅰ-1] 최종 PF 위험점수 산출식

(2)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위험 분산의 특성

다음으로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분산 특성을 분석하여, 크라우

드펀딩이 기존 금융체계가 인수하지 않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와 디지털 공간에서의 참여

관찰에 기초하여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종래의 국내 PF 

구조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를 참여 행위자 간 위험·수익의 분

배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통해 기존 PF 구조와는 달리 공간개

발 크라우드펀딩 구조에서는 투자자의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기관이 부재

하며, 위험 전반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이전된다

는 것을 밝힌다. 둘째, 소액투자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특

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투자자 간 위험 분산의 양상을 고찰한다. 끝으로 공

간개발사업의 위험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분산되는 과정과 

결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포착한다. 사례는 [표 Ⅰ-2]의 분석 대상 사업체

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 중에서 선정하였고,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위주로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에 더하여 블로그, 카페, 

투자정보 사이트 등의 공개 게시물과 신문 기사를 사례 분석의 보조 자료

로써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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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

으로 연구의 분석 틀을 도출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공간의 금융

상품화와 디지털 기술혁신의 역할에 관한 금융 및 도시지리학의 논의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연구의 대상인 디지털 기술 기반 크라우드펀딩과 공간

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국내 공간개발금융과 공간개발 크라우드

펀딩의 현황을 개괄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국내 공간개발금융

의 작동과정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 및 위상에 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제3장의 주요한 목표이다. 우선 국내 공간개발사업의 금융

구조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후 공간개발사업의 PF 구조를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투자성향과 공간개발사업

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 주체들이 PF 구조에 참여하는 방식

을 기술한다. 더불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 과정을 추적하여, 

크라우드펀딩이 특수한 거래구조를 갖는 금융기법으로 국내에 정착하였음

을 밝힌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의 PF 구조에 결합하는 방

식과 PF 구조에서 크라우드펀딩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확장 양상을 세 단계에 걸쳐 밝히고자 한다. 첫

째,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상품 특성을 투자 대상과 투자 방식의 측면

에서 살펴본다. 둘째, 크라우드펀딩과 타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

업의 위험성을 비교한다. 이때, 금융기관이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성 평가에

서 활용하는 분양성(사업성)과 시공사 요인을 비교 지표로 삼을 것이다. 

셋째, PF 위험점수를 이용하여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세부 위험 특성을 고찰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사업으로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을 확장하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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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규정 한도 이상으로 확

대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위험 분산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

석한다. 첫째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구조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과 투

자자 간의 위험 분담 양상을 다른 유형의 PF 구조와 비교한다. 그리고 기

존 PF 구조의 금융기관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투자자와 위험을 

공유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위험 분담의 양상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특수한 거래구조에 기인함을 규명한다. 둘째로, 소액투자와 디지털 기술이

라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투자자 간 위험 분산과 순

환의 구조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사

례를 분석하여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수용하고, 이러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분산하는 과정과 결과를 포착한다. 제5장에서는 크라

우드펀딩이 고유한 거래구조, 소액투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공간개발

사업의 위험 전반을 투자자에게 이전·분산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이를 바

탕으로 비교적 높은 위험을 소화해 공간개발금융의 범위 확장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금융 및 도시지리학의 시각에

서 해석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할 것이다. 아래의 [그

림 Ⅰ-1]은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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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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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공간의 금융상품화와 디지털 기술혁신

1. 공간의 금융상품화

금융혁신과 그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촉진하는 메

커니즘은 금융지리학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들은 혁신적

인 금융기술·수단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흐름을 통합(pooling) 및 

재조합(repackaging)하여 공간의 유동성을 증진하고, 위험의 분산과 대

비(hedge)를 시도하는 전략을 탐구해왔다(Aalbers, 2019; Dörry & 

Handke, 2012; Gotham, 2006, 2009; Langley, 2016; Tapp, 2019; 

van Loon & Aalbers, 2017; Weber, 2010). 공간의 금융상품화에 관한 

금융지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금융지리학의 연구는 물리적 공간(상품)을 금융상품으로 탈바꿈

하는 다양한 금융기술·수단·제도·행위자를 규명하고, 이들이 공간에 

기초한 금융상품을 창조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갈래의 연구들은 물

리적 공간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분리·분할

하여 금융상품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금융기법·수단에 주목한다. 또한 이

러한 금융기법·수단의 작동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정부와 제도, 불투

명하고 이질적인 공간을 쉽게 해석 가능한 표준화된 금융상품으로 전환하

는 행위자와 지식도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mortgage loan), 증권화(securitization), 부동산 투자회사(real estate 

finance investment trusts, REITs),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등의 금융기법, 그리고 이와 관계된 제도·행위자·지식 등이 주로 연구되

어왔다(김용창, 2017; Aalbers, 2019; Charney, 2001; Dixon, 2011; 

Dörry & Handke, 2012a; Gotham, 2006, 2009a; Guironnet & 

Halbert, 2014; Labbé et al., 2020; Rutland, 2010; Searl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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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p, 2019a; van Loon & Aalbers, 2017; Weber, 2010).

둘째, 물리적 공간(상품)과 금융상품으로서의 공간 사이의 차이점을 탐

구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동성(immobility), 불

가분성(indivisibility)과 같은 물리적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공간상품은 

고착성(fixity), 개별성, 자본 집약성, 긴 회전기간, 높은 거래비용, 용도와 

지역별로 분리된 독자적 시장구조와 같은 비유동성(illiquidity)의 여러 원

천에 의해 정의된다(김용창, 2009; Gotham, 2006, 2009). 물리적 공간

은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

로 입지와 지역의 특성이 공간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며, 공간시장도 지역 및 용도에 따라 상당히 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서로 다른 공간상품을 평가하기도 어렵기에 공간상품

의 거래비용은 매우 높다(한만희·조만, 2008; Aalbers, 2019; Breuer 

& Nadler, 2012; Charney, 2001; Gotham, 2006). 게다가 물리적 공간

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공간상품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공간상품의 현금화 역시 용이하지 않아 공간상품은 언제나 유동

성 위기(liquidity risk)를 내재한다(한만희·조만, 2008; Breuer & 

Nadler, 2012).

반면 금융상품으로서의 공간은 공간에서 창출될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

한 수익 청구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과는 달리 분할 가능하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Harvey, 1982). 즉,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공간

은 유동성·이동성·표준성이 높고, 그렇기에 더욱 넓은 지리적 영역에서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역별로 분리되었던 공간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Charney, 2001; Dixon, 

2011; Dörry & Handke, 2012; Gotham, 2006, 2009; van Loon & 

Aalbers, 2017). 더불어 금융상품으로서 공간은 분할이 가능하여 비교적 

소액으로 공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공간투자 및 

금융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공간에 기반한 수익 청구권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공간의 유동성이 증진된다(한만희·조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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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uer & Nadler, 2012; Charney, 2001; Gotham, 2006; Tapp, 

2019). 일부 선행연구는 금융상품으로서 공간이 갖는 이동성과 유동성에 

주목하여, 공간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지리적 분포와 확산의 과정을 탐구하

기도 하였다(Ashton, 2008; Gotham, 2006; 2012).

마지막으로 공간의 금융상품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위험성·불확

실성·변동성을 공유하는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과 이를 추동하는 

자본의 내적 동인이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Christophers, 2019).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공간의 비유동성은 신속한 회전과 거래를 요구하는 자본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공간의 비유동성으로 인해 공간에 투입되는 상당

량의 자본은 공간을 통한 수익의 생산과 실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간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해당 지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

성에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용창, 2009; Gotham, 2009). 따라서 

높은 수익을 향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위험 회피를 달성하고자 하는 금융 공동체(financial community)에게 공

간의 비유동성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그렇기에 금융 공

동체는 더 많은 공간을 유동적인 금융상품으로 전환하고, 이를 글로벌 금

융 네트워크에 포섭하여 자본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Dörry & Handke, 2012; Gotham, 

2009b; Guironnet & Halbert, 2014; Labbé et al., 2020).

한편으로 이와 같은 과정은 공간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위험의 분산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금융시장의 자유화 이전까지 공간투자

는 소유자 혹은 개발업자(developer)의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에 의존하

였다. 그러므로 공간투자에 따르는 수익과 위험도 소유자·개발업자·은

행 사이에서 분배되었다. 이에 반해 증권화, 구조화 금융, 부동산 집합투자

기구 등의 금융혁신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로부터 공간투자에 필요

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소유자·개발업

자·은행에 집중되어 있던 공간투자의 수익과 위험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복잡한 투자자 네트워크로 이전되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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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örry & Handke, 2012a; Gotham, 2009b; Guironnet & Halbert, 

2014; Labbé et al., 2020).

하지만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한 위험의 이전과 분산은 공간에 대한 

금융투자의 위험 저감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의 공간생산과 이용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즉, Harvey (1982)의 주장처럼 공간이 자유로운 금

융자본의 흐름에 개방되면서 자본주의적 모순들의 작동에 노출된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간시장에서 발생한 공황(crisis)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통해 연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요컨대, 전례 없이 

정교화된 금융공학·기술, 수익의 극대화와 위험의 관리를 시도하는 금융

행위자 및 관행이 금융자본의 투자공간을 확장하며, 이는 더욱 많은 물리

적 공간이 불안정한 흐름의 공간에 포섭되는 결과를 초래한다(Pike & 

Pollard, 2010; Searle, 2018; Weber, 2010). 이처럼 선행연구는 수익 

극대화와 위험 분산을 위해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자본의 내적 동인

이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촉진하며, 이로써 더욱 많은 공간이 글로벌 금융

시장과 위험성·불확실성·변동성을 공유하게 되는 모순에 집중하였다.

2. 디지털 기술혁신과 공간의 금융상품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과 공간산업을 혁신하려는 디지털 기술

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공간·금융·기술의 상호구성적 관계에 관한 사회

과학적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혁신과 

공간·금융·사회의 상호작용이 금융 및 도시지리학의 새로운 연구 주제

로 부상하였다. 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도시공간과 금융시장·제도·

관행·산업을 재구성하고, 공간투자와 금융 흐름의 지리를 재편성하는 과

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혁신이 공간과 글

로벌 금융네트워크 간의 통합을 강화하는 현상도 주목받고 있다. 선행연구

들은 플랫폼(platform),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FinTech), 프롭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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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property technology, PropTech), 디지털 공간경제와 같은 개념어를 

중심으로 지급·결제 시스템, 부동산 중개·관리·금융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을 연구

해왔다(Fields & Rogers, 2019; Knight & Wójcik, 2020; Lai & 

Samers, 2020; Sadowski, 2020; Shaw, 2018; Wójcik, 2020a, 

2020b).

디지털 기술혁신과 공간의 금융상품화 간의 관계에 관한 탐구도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체로 금융의 사회과학(social studies 

of finance)과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의 시장화

(marketization) 또는 경제화(economitization) 이론에 바탕을 둔다. 이

러한 이론적 관점은 디지털 기술혁신을 금융시장과 공간시장의 사회적 형

성에 개입하는 수행적인(performative) 사회·기술적 행위자로 바라본

다. 그리고 기술혁신이 새로운 금융 순환의 경로(financial circuit)를 창

출하고, 공간의 이용·소유·투자에 대한 이해와 관행을 전환하는 과정을 

포착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신용화폐의 이동성을 증진할 것이라는 

Harvey (1982)의 통찰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기술에서의 혁신이 

자본 이동과 금융거래의 속도를 높이고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혁신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본

을 더욱 낮은 거래비용으로 신속하게 공간에 공급하는 금융 순환의 경로

를 구축하고, 공간을 금융자산으로 인식 및 사유하는 계산적인 행위자성

(calculative agency)을 강화하여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심화한다(Fields 

& Rogers, 2019; Labbé et al., 2020; Langley, 2016; Langley & 

Leyshon, 2020; Shaw, 2018).

디지털 기술혁신은 공간에 대한 금융투자의 지리를 전환하고, 공간과 금

융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며, 새로운 시장·지식·관행·흐름을 창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혁신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

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핀테크·플랫폼과 같은 각종 개념어

의 정의에 관한 명확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 및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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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에서도 연구에 따라 다른 개념어를 사용하며, 각 개념과 주제의 무

궁무진한 탐구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기초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Knight & Wójcik, 2020; Lai & Samers, 2020; Wójcik, 2020a, 

2020b). 그렇기에 기술혁신이 공간의 금융상품화에 가져올 구체적 변화

에 관한 실증연구와 이론화를 위한 시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공간의 금

융상품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물리적 공간(상품)이 금융상품으로 전환

되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와 자료에 기초하여 탐구해왔다. 더불어 수익 극

대화와 위험 분산의 논리가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추동하고, 이로 인해 공

간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위험의 지리가 재구성되는 메커니즘 고찰하

였다. 반면 디지털 기술혁신이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과

정을 사례와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리고 디지털 기술혁신이 공간투자의 지리와 금융의 흐름을 재편성할 것이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흐름과 위험의 

지리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굴절되는 세부적인 양상에 관한 분석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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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크라우드펀딩과 공간의 금융상품화

금융 기술혁신과 공간의 관계에 관한 금융지리학의 대표적인 연구 대상 

중 하나는 크라우드펀딩이다(Aalbers, 2019; Knight & Wójcik, 2020; 

Langley, 2016; Langley et al., 2020; Wójcik, 2020a). 지리학의 선행

연구들은 대개 크라우드펀딩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금융 생태계, 그리고 

공간개발사업에 금융자본을 공급하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의 기능을 고찰

하였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심화하

는 기제로써 조명받고 있다. 한편 지리학뿐만 아니라 경영학 등의 분야에

서도 금융투자의 지리를 재편성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혁신성에 관심을 기

울인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경제와 지리를 탐구한 다분

야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부동산 크라우드펀딩과 공간의 금융상품화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1. 크라우드펀딩 경제와 공간적 시사점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the crowd)으로부터 개인·사업·프로젝트 등

이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금융기법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은 오랜 역사를 갖는다(박혜진·공경신, 2019; 천창민, 2015; Klis, 

2016; Shahrokhi & Parhizgari, 2019). 현대적 의미의 크라우드펀딩은 

디지털 공간에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전문 중개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자

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자금수요자에게 중개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즉, 자금수요자, 불특정 다수의 자금공급자, 온라인 플랫폼을 운

영하는 전문 중개기관, 중개 행위라는 요소들이 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을 이룬다(천창민, 2015: 7–8).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의 자금

조달 통로가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크라우드펀딩은 대안적 금융

8)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를 온라인 전문중개 플랫

폼을 포함하는 현대적 의미의 크라우드펀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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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더하여 저금리 기조에서 높은 수익률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은 급

격히 성장하였다(천창민, 2015; Bieri, 2015; Klis, 2016; Montgomery 

et al., 2018; Shahrokhi & Parhizgari, 2019).

크라우드펀딩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리학을 포함한 다분야의 연구들이 

이어졌고, 그중 일군의 연구는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반한 크라우드펀딩이 

금융시장과 금융 흐름을 재구성하는 메커니즘을 탐구하였다. 특히 경영학

의 선행연구들은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공간적 장벽을 제거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혁신성에 주목하였으며(Langley et al., 2020), 혁신성의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크라우드펀딩은 디지털 공간의 

네트워크 효과에 기초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자원·자산·행위자를 효율

적으로 연결하며, 행위자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임계질량(critical 

mass)에 신속하게 도달하게 한다. 둘째로 온라인 플랫폼은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서 관련 행위자 간의 거래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시장(marketplace)과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중개자(intermediary)로서 자금의 취합과 분배, 프로젝트에 대

한 검토(due diligence), 행위자 간 소통창구 역할 등을 수행하여 거래비

용을 낮추고, 이용의 편의성·신뢰성·정보 전달 능력을 증진한다. 마지막

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최저 투자 한도가 낮으므로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소액투자라는 특성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

추어 금융투자의 기회를 확장하고, 넓어진 투자자의 저변을 바탕으로 더 

많은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더불어 소액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기에 투자자 개인이 감수하는 위험이 감소한

다. 이와 같은 크라우드펀딩의 혁신성은 금융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고, 다수의 행위자 간 금융투자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

련한다(김덕규·임춘성, 2018; 박대현·류두진, 2020; 신민식·서진형, 

2016; 이성복, 2018; Langley, 2016; Maarbani, 2015; Montgomery 

et al., 2018; Shahrokhi & Parhizgari, 2019; Shepar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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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의한 금융 네트워크의 변화는 경제지리학의 주요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지리학의 연구들은 크라우드펀딩의 역동

성·불연속성·구성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의 수사들에 가려진 

지리적 불균등성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선행연구들은 자본주의경

제와 대안경제라는 이분법을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사유하고, 크라우

드펀딩 경제를 단일한 경제적 실체 또는 사물로 간주하는 기존 논의의 한

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금융 생태계(financial ecologies)9)라는 관계적 

개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태계의 역학과 지리

를 밝히고, 크라우드펀딩이 사회·공간적 포용과 배제, 도시 및 지역에서

의 금융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Langley, 2016; Langley 

et al., 2020; Langley & Leyshon, 2017, 2020; Wójcik, 2020a).

 크라우드펀딩의 경제 및 금융 생태계를 탐구한 경제지리학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Langley (2016)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금융 순환

과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타나는 경제 이론, 계산적 시장 기재, 화폐적 평가, 규제 및 거버넌스의 상

호구성적이고 관계적 힘을 고찰하여, 크라우드펀딩의 경제생태계가 지닌 

역동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Langley & Leyshon (2017)의 연구는 크라

우드펀딩 경제를 기부·보상·지분투자·대출·고정 수입이라는 5개의 

금융 생태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금융 생태계별 작동과정을 고찰하여 크라

우드펀딩을 둘러싼 대안경제·민주화·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라는 

관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자들은 크라우드펀딩이 기존 금융기관

의 금융 관행을 혁신(disrupt)하기보다는 복제하고, 금융기관의 중개에서 

9) 금융 생태계 접근은 글로벌 자본 순환의 시·공간적 논리에 따라 선험적으로 정

의된 단일한 실체로써 금융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금융체계를 

작은 구성적 생태계의 연합으로 설명한다. 이때, 생태계란 여러 장소에서 파생된 

금융 지식·관행·주체성이 얽힌 특수한 집합(grouping)으로, 불균등한 연결성

과 물질적 결과를 갖는다(Lai, 2016: 30). 금융 생태계 개념은 사람·장소·제

도 간의 연결성과 근접성이 불균등함을 인지하고, 이러한 관계적 지형을 탐구하

여 사회·공간적 불평등과 포용/배제를 규명한다(Lai, 2016; Langley, 2016; 

Wójcik,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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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만의 방식으로 행위자와 자금

을 재중개화(reintermediation)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이 

금융의 민주화와 금융 포용의 제고를 명목으로 높은 수준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보유한 차입자에게까지 신용-부채 관계를 확장한다면, 크라우드

펀딩 금융 생태계의 공황과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제와 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간적 장벽을 극복하

고 금융 흐름을 재편성하는 크라우드펀딩의 혁신성에 집중한다. 경제지리

학의 연구들은 이러한 접근에서 한발 더 나아가 크라우드펀딩을 경제적 

지식, 중개의 기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정동적 에너지, 전문가와 대중

의 주체성 등이 복잡하게 얽힌 개별적 생태계들의 불연속적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크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혁신성 

담론에 가려진 크라우드펀딩 경제의 역동성과 지리적 불균등성, 그리고 크

라우드펀딩이 공간과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를 세밀하게 기술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Langley & Leyshon, 2017; Langley et al, 2020).

2. 부동산 크라우드펀딩과 공간의 금융상품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real estate crowdfunding)은 글로벌 크라우드펀

딩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으로, 주거·상업·산업 부동

산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한다(Jiang et al., 2020; Maarbani, 

2015). 다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공간에 기초한 금융기술 혁신으로써 부동

산 크라우드펀딩이 공간 투자·개발·거래·이용에 가져오는 변화를 조명

한다(이성복, 2016, 2018; 한국소비자원, 2016; Langley & Leyshon, 

2017; Shahrokhi & Parhizgari, 2019; Shaw, 2018). 특히 부동산금융 

부문의 선행연구들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의 혁신성이 전통적인 금융기관

의 역할과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 산업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전망한다(Maarbani, 2015; Montgomery et al., 2018).

부동산금융 부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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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네트워크 효과와 강화된 연결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동

산 프로젝트에 자본을 공급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이와 같은 과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종래의 부동산금융보다 개선된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

여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증진한다. 더불어 크라우

드펀딩은 부동산에 대한 소액투자를 가능케 하여 역사적으로 특정 사회적 

계층만이 전유하였던 부동산투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 즉, 

크라우드펀딩은 부동산금융시장의 한계차입자와 한계투자자의 범위를 확

장한다. 더불어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들은 여러 부동산 프로젝트

에 소액으로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고, 자금수요자는 부동

산 프로젝트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김덕규·임

춘성, 2018; 박대현·류두진, 2020; 신민식·서진형, 2016; 이성복, 

2016, 2018; Bieri, 2015; Maarbani, 2015; Montgomery et al., 

2018; Shahrokhi & Parhizgari, 2019; Shepard, 2019).

이에 반해 금융 및 도시지리학의 선행연구들은 비판적 관점에서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이 도시공간에 금융자본을 공급하는 과정과 결과를 탐구한

다. 베를린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분석한 Langley et al. (2020)의 연구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후순위 대

출(subordinated loan)과 같은 비교적 위험성이 큰 투자를 맡아 기존 부

동산개발금융을 보완한다는 것을 밝혔다. 더 나아가 저자들은 이러한 부동

산 크라우드펀딩의 역할이 베를린 주택 시장의 투기를 자본화하는 데 이

바지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에 더욱 

많은 금융자본을 공급하는 금융 순환의 경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Bieri (2015)와 Tonkiss (2013)는 이를 Jane Jacobs의 격변하는 

자본(cataclysmic money)과 점진적인 자본(gradual money)의 개념을 

통해 해석하였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점진적 자본으로써 

시민 크라우드펀딩(civic crowdfunding)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크라우드펀딩이 격변하는 자본을 도시공간에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Langley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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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ieri (2015)는 금융자본이 생산 부문에서 건조환경으로 투자를 

전환한다는 Harvey (1982)의 투자 전환이론과 크라우드펀딩 간의 연결

점을 형성했다(Aalbers, 2019; Langley et al., 2020; Langley & 

Leyshon, 2017; Wójcik, 2020b).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긴축

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공간개발사업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높은 

수익률에 목마른 투자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크라우드펀딩이 등장하였으

며, 이를 기업가적 도시주의(entrepreneurial urbanism)의 다음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게다가 크라우드펀딩이 격변하는 자본을 도

시공간에 공급하여 공간의 금융상품화와 수익 지향적 공간생산의 관행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ieri (2015)는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규제의 

공백 속에서 매수자 위험부담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규제의 회색지대를 

체계적으로 활용한 충분한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크라우드펀딩과 규제의 

변증법이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가능케 하는 국가 및 제도의 역할을 반영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금융 및 도시지리학의 연구들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제

도가 공간의 금융상품화와 공간투자시장에서의 투기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역동성·다층성·불균등성에 관

한 분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Langley et al., 2020; 

Langley & Leyshon, 2017). 더욱이 선행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이 부동산

금융시장의 한계차입자와 한계투자자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을 비판적으

로 검토하였지만, 도시공간에 과도한 양의 금융자본을 공급하여 투기를 부

추길 수 있다는 주장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요컨

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이 각종 기술·관행·지식·공간·행위자 등을 동

원하여 도시공간과 투자자 간의 금융 순환의 경로를 구축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세밀하게 기술하고, 그 결과 재구성된 도시공간과 행위자 간 관계

의 다층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많은 

공간과 투자자를 금융 네트워크에 포섭하여 금융 흐름과 위험의 지리를 

재편성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고찰도 필요하다.



- 25 -

제 3 절 분석의 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부동산담보 대출과 공간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신디케이트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Jiang et al., 2020). 공간의 금

융상품화에 관한 연구들은 그중에서도 공간개발 금융기술로써 부동산 크

라우드펀딩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금융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공간개

발사업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각종 금융기법과 금융기

술의 도입은 공간개발사업에서 금융의 역할을 확장 및 다각화 하였다(김

용창, 2005, 2017; 조덕훈, 2017; Aalbers, 2019). 크라우드펀딩 또한 

공간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금융기술로써 학문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을 공

간개발 크라우드펀딩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공간의 금융상품화에 관한 지

리학의 접근에 기초하여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국내 공간개발금융을 

확장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메커니즘을 고찰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

털 기술과 소액투자를 특징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금융시장의 

한계투자자와 한계차입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수의 투자자가 공간개발

사업의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는 기존 금융체계에서 

배제되었던 공간개발사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금융 네트워크에 포섭되

며, 더 많은 투자자가 그 위험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종래의 금융체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공간

개발사업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하고, 이로써 공간개발금융이 

확장되는 과정을 다음의 두 단계에 걸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국내 공간개발금융이 확장되는 양

상을 포착한다. 선행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많은 양의 금융자본을 공

간개발사업에 공급하는 한편, 금융자본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 역

시 확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크라우드펀딩은 종래의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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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높은 후순위 대출 등의 형태로 공간개발사업에 추가적인 유동성

을 공급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크라우드펀딩이 비단 공간개발

금융을 다방면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공간개발금융체계가 인수하

지 않았던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수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금융을 다방면으로 확장하는 양상과 과정

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

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상품을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의 측면에서 고

찰하고,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

의 위험 특성을 분석하여,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흡수하

는 방식으로 공간개발금융을 확장한다는 것을 규명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종래의 공간개발금융체계에서 배제되었던 공간개발사

업의 위험을 크라우드펀딩이 소화할 수 있는 동인을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분산 특성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과 사업주

체에게 집중되었던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분산하

여, 금융체계의 레버리지(leverage)와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줄

인다고 알려져 있다(김덕규·임춘성, 2018; 정광식·민성훈, 2017; 최수

석·손재영, 2017).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이전·분산하는 메커니즘

을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메커니즘이 크라우드펀딩의 고유한 

거래구조, 그리고 소액투자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형성되

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분

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과정과 결과를 기술할 것이다. 이때, 크라우드펀

딩이 위험을 분산하여 공간개발금융을 확장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공간개

발사업의 위험이 손실로 실현된 상황에서 위험 분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공간의 금융상품화를 

촉진한 결과 더욱 많은 투자자와 공간이 더 높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었을 

뿐, 크라우드펀딩에 의한 위험 분산이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제거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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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Ⅱ-1] 연구의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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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공간개발금융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제 1 절 국내 공간개발사업의 금융구조

오늘날 국내 공간개발사업의 금융구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을 중심으로 각종 금융기법·상품·행위자가 결합하여 형

성된다. 크라우드펀딩 또한 하나의 금융기법으로써 PF 구조에 결합하여 

공간개발사업에 자금을 제공한다. 크라우드펀딩이 PF 구조에 결합하는 구

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PF에 기반하여 공간개발사

업의 금융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자금조달 방식에 

따른 PF의 유형별 특성을 PF 참여자들의 역할과 위험·수익의 분산 과정

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더불어 투자 주체가 투자 결정을 위해 공간개

발사업의 위험성과 사업성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투자성향에 기초하여 다

양한 투자 주체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PF에 참여하는 양태를 고찰하고

자 한다.

1.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공간개발사업의 금융구조

국내 공간개발금융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건설회사 혹은 부동산신탁회사

의 자체 신용도에 기초한 기업금융과 비공식적 금융수단인 선분양제도에 

의존하였다.10) 그러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가 완화

10)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여신(대출) 제한조치로 인해 외환위기 이전

까지 국내 공간개발금융은 건설회사의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필

요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금융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1년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되어 토지(개발)신탁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신탁회사 회사 또한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마련하

였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의 지원이 제한되면서 자금조달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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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공간개발금융의 지형은 PF를 중심으

로 재구조화되었다.11) PF란 사업주체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의 사

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PF는 본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을 위해 국내에 도입되

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부채 비율을 감축해야 했던 건설회사와 새로

운 수익원을 모색하던 금융기관은 공간개발사업에 PF를 적용하기 시작하

였다. 그 결과 시행사가 개발사업과 PF에 관한 포괄적 책임을 지고, 단순 

도급계약 하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회사가 신용을 보강하는 형태의 한

국형 PF 구조12)가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김기형 

외, 2010; 조덕훈, 2017; 한국주택학회, 2016).

주택건설업체들은 주택소비자의 소비자금융과 부동산담보대출을 간접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비공식적 금융수단인 선분양제도에 의존하였다(정구익, 2007; 조

덕훈, 2017; 한국주택학회, 2016).

11) 외환위기로 인해 건설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유동성 위험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동산금융 관련 제도의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가 완화되었고, 새로운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공간개발금융의 구조와 수단이 

다변화하였다. 주요한 제도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부문에 대

한 여신 제한조치가 해제되어 제도권 금융기관이 공간개발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ABS, ABCP, 리츠(REITs), 부동산펀드 등 증권화에 기

초한 금융기법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에 활용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공간개발사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노상범·고동원, 2020; 

손재영 외, 2012; 정구익, 2008; 조덕훈, 2017; 한국주택학회, 2016).

12) PF는 차주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비소구·제한적 소구금융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의 성격을 갖는다. 본래적 의미

의 PF에는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이 담보 혹은 상환재원이 되며, 이해당사자들은 

사업위험을 공유한다. 하지만 국내 공간개발사업에서 차주의 역할을 맡는 사업시

행사는 대개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도가 낮으므로, PF는 책임준공·책임분양·연

대보증·채무인수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시공사는 사업 

위험 전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금융기관에서도 시공사의 신용도와 신용보강 

정도를 기준으로 대출·투자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한국의 PF는 전통적인 PF 금

융보다는 시공사의 신용에 기초한 기업금융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법적·경제

적으로 독립된 SPC를 설립하고, 시공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부외금융(off-balance finance)’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기업금융과도 차이가 

있다(김기형 외, 2010; 노상범·고동원, 2020; 한국주택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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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발사업의 PF 구조는 여러 금융기법·상품·행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PF 구조는 사업의 특성·맥락·단계에 따라 달라진

다. 사업주체, 자본투자자, 대주단 등 공간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은 프

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금융상품화 하고, 각종 위험관리 수단

과 금융상품을 혼합·가공(engineering)하여 필요와 수요에 부합하는 PF 

구조를 구성한다(장희순·김성진, 2020).13) 세부 PF 구조는 공간개발사

업마다 다르지만, 대체로으로 [표 Ⅲ-1]과 같이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PF 구조를 대출형, 유동화형, 간접투자형으로 유형화한다(강민석 외, 

2009; 김기형, 2010; 노상범·고동원, 2020; 이현석 외, 2011). 유형별

로 PF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위험·수익의 분산 양상이 달

라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Ⅲ-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기본 구조 

13)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 및 수입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

는 PF는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ing)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비록 구

조화 금융에 대한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구조화 금융은 전통적

인 자금조달 방법이 아닌 여러 위험관리 수단과 금융상품을 혼합 및 가공하여 자

금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금융구조를 형성·활용

한다고 알려져 있다(장희순·김성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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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융수단 근거법

대출형 PF대출 (PF Loan) -

유동화형

증권투자 
방식

PF 자산유동화증권 (PF-AB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 (PF-ABCP)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PF 전단기사채 (PF-ABSTB)
전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자금차입 
방식

PF 자산담보부대출 (PF-ABL) -

간접투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펀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료 출처: 김기형 외(2010: 35) 참조 및 연구자 재구성

[표 Ⅲ-1] 자금조달 방식에 따른 PF의 유형

대출형 PF는 가장 기초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자금조달 기법으로, 시공

사의 신용보강에 의존하여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시행사가 분담하는 사업위험은 상대적으로 축소

되고,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시공사가 사업위험 전반을 부담한다. 이는 경

기 침체 시 시공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PF대출을 매개

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이 금융권에도 연쇄적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0년대 후반 PF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였고, 2011년에는 건설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이 대

량으로 부실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형 PF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한국형 국제회계시스템(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시공사의 

신용보강도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노상범·고동원, 2020; 손재영 외, 

2012; 이국형·문영기, 2013; 장희순·김성진, 2020; 조용재 ·강동우, 

2012; 최승재·김용진, 2015; 한국주택학회, 2016).14)

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대출의 대량 부실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과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2009

년부터 상장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급보증(우발채무)의 부채 전환 가

능성이 50%인 경우 재무제표상 충당부채로 기입해야 하는 등 부채 인식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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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형 PF는 2000년대 중반 은행과 시공사의 유동화 수요가 증가하

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유동화형 PF는 PF 대출채권 등의 PF 관련 기

초자산을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그 유형은 크

게 자금차입과 증권발행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유형은 발행증권

의 종류에 따라 [표 Ⅲ-1]처럼 분류한다(구동균 외, 2018; 손재영 외, 

2012; 한국은행, 2016).15) 국내에서는 증권발행 방식의 유동화형 PF 시

장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간개발사업의 위험과 수익이 금융기관 

중심의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 일부 이전되었다. 그러나 발

행기관 등의 신용과 분리되는 본래적 의미의 자산유동화증권과는 달리, 

PF 관련 유동화증권은 시공사나 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수반한다.16) 따

라서 신용보강 주체가 원리금 상환의 궁극적 책임을 지며, PF 관련 유동

화증권의 신용등급 또한 신용보강 주체의 신용등급과 연계된다. 2000년

대 중반까지는 시공사가 주로 신용을 보강했지만, K-IFRS의 도입 이후 

증권사와 같은 금융회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김기

형, 2010; 노상범·고동원, 2020;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2019; 이석훈·장근혁, 2019; 한국은행, 2016; 한국주택학회, 2016).

강화하였고, 결과적으로 상장건설회사가 공간개발사업에 신용공여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손재영 외, 2012; 조덕훈, 2017; 한국주택학회, 2016).

15) 2000년대 중반까지는 PF-ABS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6년 공간개발

사업 관련 자산유동화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점차 PF-ABCP로 대체되었다. 하지

만 만기일이 약 90일 내외인 PF-ABCP는 차환발행에 따른 유동성위험을 내재

하므로 금융기관이 매입약정 등의 유동성 공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2013년부

터 금융감독원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자금시장에서 활용되는 ABSTB를 장려함

에 따라 최근에는 PF-ABSTB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구동균 외, 2018; 김기

형 외, 2010; 노상범·고동원, 2020; 손재영 외, 2012; 조덕훈, 2017).

16) 신용보강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신용공여형과 유동화증권의 유동

성위험을 부담하는 유동성공여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신용보강 방식

으로는 채무인수(신용공여형)와 매입확약(유동성공여형)이 존재한다(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2019). 그리고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PF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험 부담이 상

대적으로 적은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금융감독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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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형 PF는 부동산펀드, 리츠 등의 간접투자기구가 자본시장에서 

증권 등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자산을 모으고, 이를 대출·지분투자·사업 

관련 증권 및 신탁수익권 투자와 같은 형태로 공간개발사업에 제공한다. 

이에 더하여 간접투자기구는 공간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도 있다(김기형 외, 2010; 노상범·고동원, 2020).17) 간접투자

형 PF는 자본시장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유동화형 

PF와 마찬가지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과 수익 일부를 자본시장의 투자자

에게 이전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자기계산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유동화

형 PF와는 달리, 간접투자형 PF에서는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투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간접투자기구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으며(구동균 외, 2018; 노상범·고동원, 2020; 성희활, 2013, 

2016), 이 때문에 간접투자기구 또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일부를 투자자

와 공유하게 된다.

국내 공간개발금융시장은 2000년대 초반 대출형 PF를 중심으로 급격

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K-IFRS의 도입과 PF대출 대량 부실화 사태를 계

기로 시공사와 금융기관에 집중되었던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분산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금융기법과 참여 자본의 다양화, 금융기관의 

17) 간접투자란 부동산을 직접 소유·취득하는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비되는 개념으

로, 대개 부동산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구 및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자본시장법에 기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간접투자기구로 간주한다

(장희순·김성진, 2020; 한만희·조만, 2008). 간접투자기구의 공간개발사업 참

여방식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펀드는 공간개발사업의 사업주체에게 대출을 제공

(대출형)하거나, 직접 시행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실물형). 또한 특별자산

펀드 등의 집합투자기구도 공간개발사업 관련 대출채권의 신탁수익권 등에 투자

하여 PF에 참여하기도 한다(준부동산형). 리츠도 대출이나 지분투자 등의 형태

로 PF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

다. 특히 2015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으로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 

제한(총자산의 30%)이 폐지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투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리츠를 활용한 자금조달의 기회가 확장되었다(김기형 

외, 2010; 노상범·고동원, 2020; 조덕훈, 2017; 한국주택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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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분담 확대 등을 바탕으로 PF의 위험·수익 분산 양상이 점차 변화하

고 있다. 근래에는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유동화형 

PF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간접투자형 PF도 점차 성장하는 추세이다

(노상범·고동원, 2020; 손재영 외, 2012; 이국형·문영기, 2013; 이석

훈·장근혁, 2019; 장희순·김성진, 2020; 조덕훈, 2017; 조용재·강동

우, 2012).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투자자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수

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성과 투자 주체의 투자 결정 

공간개발사업은 자본집약적이고 경기변동과 정책변화에 민감한 장기 프

로젝트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손익의 변화나 대

출채권의 부실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그렇기에 공간개발사업

에 관한 위험18)의 식별과 분석, 사업참여자들 간의 위험 배분, 그리고 적

극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위험 대비(hedge)의 노력이 요구되며, PF 구조

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송상열, 2009; 장희순·김성진, 2020; 

홍재화, 2020). 이때 투자 주체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위험통제방안의 

유무와 적정성, 사업성 등을 반영한 사업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19)

18) 위험이란 손실의 발생 가능성으로, 최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수지가 악화되거나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김기형, 2010). 공간개발사업의 특성

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요인,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그리고 위험의 통제 방식

은 다양하게 나타난다(한국기업평가, 2019). 주로 투자 주체는 사업시행자 위험, 

토지매입 위험, 인·허가위험, 완공위험, 시장위험 및 재무위험 등의 위험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2019).

19) 사업타당성분석이란 효율적인 공간의 개발·투자·시공·분양·관리의 수행을 

위해 “제도적·법적·물리적·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분석하는 

일련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및 판단 과정”을 의미한다(김기형 외, 2010: 

255). PF 참여자는 사업타당성분석을 통해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사

업타당성분석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는데,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주체는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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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또한 공간개발 사업의 위험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다양한 보호장치를 요구

한다(고성수·류근묵, 2009; 김기형 외, 2010; 노상범·고동원, 2020; 

한국기업평가, 2019; 홍재화, 2020;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2020).20) 

PF의 수익구조와 원리금 상환구조는 담보물 역할을 하는 공간이 개발되

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 현

금흐름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 

투자 주체에게 공간개발사업의 실행가능성과 미래 현금흐름은 주요 위험

요인이자 투자 결정요인이 된다. 공간개발사업의 실현으로 담보를 확정하

고, 해당 공간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이 상

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기형 외, 2010; 구동균 외, 2018; 홍재화, 

2020). 그러므로 공간의 안정적 생산과 판매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와 관

련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PF 구조 형성에서 주요한 요건이 된다. 공간

의 생산 및 판매 가능성을 알려주는 주요 지표로는 시공사와 분양성(사업

성)이 활용된다. 투자 주체는 건축물의 완공을 책임지는 시공사의 시공능

력평가순위를 기준으로 공간생산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또한 국내 PF 구

조는 시공사의 신용보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시공사의 신용등급도 주

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김기형 외, 2010; 김진·지규현, 2011; 노상범·

고동원, 2020; 윤민수·박광식, 2018; 이석훈·장근혁, 2019; 한국주택

학회, 2016).21) 

흐름, 수익성, 사업시행능력, 공간개발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주요한 분석의 내

용으로 삼는다(김기형 외, 2010; 송상열, 2009; 홍재화, 2020).

20) PF의 위험요인에 관한 많은 문헌이 존재하며, 각 문헌이 제시하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설명·분류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

급한 핵심 위험요인과 각 위험요인에 관련된 금융기관의 검토사항 및 위험관리 

조치를 종합하고, 재분류하여 [부록 1]에 정리 및 수록하였다.

21)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회사채 또는 신용평가 상의 회사 신용등급이 BBB- 이

상인 시공사를 투자적격등급으로 분류한다(김진·지규현, 2011; 홍재화, 2020;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2019). 또한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50위 이상

일 때 시공위험이 안정적 수준이라 평가한다(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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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간의 성공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투자금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그렇기에 투자 주체는 분양성 또는 

사업성을 검토하여 공간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한다. 이때 

입지·시설·가격경쟁력과 같은 공간개발사업의 개별 특성과 함께, 부동

산 경기, 정책, 금융환경 변화 등 거시적·외생적 변수도 고려한다(김기형 

외, 2010; 노상범·고동원, 2020; 장희순·김성진, 2020; 한국기업평가, 

2019; 홍재화, 2020;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2019). 분양성에 관련된 

여러 요소 중 공간의 입지와 용도가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보통 수도

권 소재의 주거용 건축물이 높은 안정성을 지닌다고 평가받는다(윤민수·

박광식, 2018; 이갑섭·이현석, 2012; 이석훈·장근혁, 2019).

투자 주체는 공간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뿐만 아니라, 투자성향과 사업

단계 및 금융구조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투자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공간개발사업은 [표 Ⅲ-2]와 같이 사업단계별로 위험요인의 

분포와 유형이 다르며, 투자 주체들은 위험 감수(risk-taking) 및 투자성

향에 따라 각각 다른 사업단계에 참여한다. 흔히 사업단계를 기준으로 공

간개발사업의 PF를 착공 전 단계의 브릿지론(bridge loan) PF22)와 착공 

이후의 본 PF로 구분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확보 및 인·허가가 종료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브릿지론 PF가 위험성이 더 크다고 평가

받는다.23) 따라서 같은 공간개발사업에서도 은행과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22) 브릿지론은 본래 자금의 필요시기와 유입시기 사이에 일시적인 불일치가 발생

할 때 비교적 고급리로 자금을 차입하는 모든 대출을 일컫는 용어이다. 국내의 

선행연구와 실무 관련 서적은 주로 공간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부지의 

계약금이나 시행사의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조달하는 PF를 브릿지론 PF라 일

컫는다(고성수 외, 2011; 김기형, 2010; 정구익, 2008).

23) 공간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시점은 사업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만, 흔히 

착공을 기점으로 브릿지론 PF와 본 PF를 구분한다. 브릿지론 PF는 착공 이전 

토지확보와 인·허가 진행 시점에서 1년 내외의 단기간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토

지확보와 인·허가가 불확실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현금유입보다는 본 PF 등을 

통한 차환(refinancing)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기존 

브릿지론 PF의 상환과 공사비 조달을 위해 장기간 활용되는 본 PF는 인·허가

와 토지확보의 위험이 없고 개발계획이 상당히 구체화 된 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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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본 PF에 참여하는 반면, 저축은행,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소위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브릿지론 PF에 투자한다(고성수 외, 

2011; 김기형 외, 2010; 이혜은, 2016; 장희순·김성진, 2020; 정구익, 

2008). 더불어 본 PF는 다시 원리금의 상환순위에 따라 선순위(senior 

tranche)와 후순위(junior tranche)로 분류되는데,24) 은행과 보험사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선순위 PF에 참여한다. 이에 반해 증권사나 저

축은행 등은 수익성 위주의 후순위 PF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높은 취급

수수료와 금리를 수취한다(고성수 외, 2011; 김기형, 2010; 이혜은, 

2016; 장희순·김성진, 2020; 정구익, 2008).

이 외에도 공간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는 필요에 따라 각종 방법을 활용하

여 여러 투자 주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일시적인 자금 수요와 유입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대금이나 시행이익을 유동화하는 것이 대표

적인 예시이다. 이에 더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충족하

거나, 준공단계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고금리로 차입하기도 한다. 특히 PF대출 대량 부실화 사태 이후 제

도권 금융기관의 PF 위험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위

축되어, 사업성이 낮은 공간개발사업은 고금리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다(김덕규·임춘성, 2018; 손재영·최수석, 

2017; 송상열, 2009; 이윤홍·이주형, 2013; 조덕훈, 2017).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여겨진다(고성수 외, 2011; 김기형 외, 2010; 이혜은, 

2016; 장희순·김성진, 2020; 정구익, 2008).

24) 모든 본 PF가 선순위와 후순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PF는 선순위 

금융기관이 위험관리와 신용보강을 목적으로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현

금담보와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선순위 금융기관은 일정 수준의 분양률에 

도달할 때까지 사업계정에 정해진 수준 이상의 후순위 차입금(유사자본금)을 유

지하도록 요구하며, 사업주체는 이를 후순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대출의 형태

로 조달한다. 따라서 선순위는 LTV(Loan-to-Value Ratio) 수준이 낮고 상환

순위가 높지만, 후순위보다 늦은 시점에 한도 대출의 형태로 투입된다. 반면 후

순위는 선순위보다 먼저 일괄대출로 실행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후순위는 

메자닌 금융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대개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또는 시공사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후순위 차입금이 요구된다(김기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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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F 주요 내용

PF 
진행과정

 

및

자금조달 
흐름도

주요
자금조달

수단
브릿지론 PF 본 PF

자금용도 토지매입대금, 시행사 운영비 토지매입대금, 일부 공사비 (분양대금으로 시공)

사업주체 시행사 시공사 (신용공여)

참여금융
기관

저축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위험요인 인·허가 위험, 토지매입 위험, 시행사 또는 시공사 부도위험 등 완공위험, 시장위험(미분양), 시행사 또는 시공사 부도위험 등

위험의
원인

사업승인 및 착공 지연, 토지 취득 및 등기 지연,
시공사 선정 지연, 이해관계자 간 협의 지연 등

공사중단/지연, 건설비용 및 건설기간 변동,
분양률 저조 및 분양대금 납입 지연, 건물 처분가능성 하락 등

*자료 출처: 표의 구성은 고성수 외(2011: 11)와 김기형 외(2010: 73)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PF 진행과정 및 자금조달 흐름도는 김기형 외(2010: 53)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사업단계별로 활용되는 구체적인 금융상품을 추가함

[표 Ⅲ-2] 공간개발사업의 PF 구조 및 자금 흐름



- 39 -

제 2 절 국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구조와 역할

본 절에서는 국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와 PF 구조에서 크

라우드펀딩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본다. 2019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제정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

다.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기존 금융규제와 법체계

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

를 설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특수한 성격을 

지닌 금융기법으로 발전하였고, 크라우드펀딩 업체도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관으로 국내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 국내 금융환경에 

맞추어 형성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와 참여자들의 역할을 

세밀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이 하나의 금융기법으로

써 PF 구조에 결합하는 양상과 PF 구조에서 맡는 역할을 고찰할 것이다.

1.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

국내에서 온라인 기반 크라우드펀딩은 199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하였다. 

1998년 벤처기업협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글과 컴퓨터사 인수에 반

대하여 온라인에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아래한글 살리기 운

동’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06년부터 머니옥션, 팝펀딩, 퍼스트핸드와 같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서병호·이순호, 2015; 정광식·민성

훈, 2017). 2010년대에는 모든 유형의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에 도입되었

고, 투자형에 해당하는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관련 제

도가 형성되었다. 그중에서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5년 7월 자본시

장법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라는 명칭으로 가장 먼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여 부동산업에 투자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에, 국내에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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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20년 이전까지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었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

장에 자리를 잡았다(박혜진·공경신, 2019; 이경민, 2019; 정광식·민성

훈, 2017; 천창민, 2020; 최수석·손재영, 2017).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이념형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금융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자와 투자자가 직접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대출형 거래구조25)를 취한다. 이러한 이념형으로 인해 국내

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이나 중개기관을 배제한다는 의미의 

P2P대출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P2P금융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국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기관 등이 거래에 개입하는‘간접대출형 

거래구조’를 취한다. 간접대출형 거래구조에서 자금수요자(차입자)는 자

금공급자(투자자)가 아닌 금융기관 등과 대출 계약을 맺는다. 주로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대출형 거래구조를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금융규

제와 법체계를 준수하기 위해 간접대출형 거래구조를 활용한다. 우리나라

에서도 법률 및 실무상의 문제26)를 해결하기 위해 간접대출형 거래구조

가 정착하였다(금융기술법연구회, 2019; 서병호·이순호, 2015; 이경민, 

2019; 이성복, 2018; 천창민, 2015, 2020).

25) 직접대출형 거래구조는 금융기관 등의 개입 없이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대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로, 대출중개기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직접체결형 혹

은 중개형으로 구분한다(금융기술법연구회, 2019).

26) 이자수익의 수취처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접대출형 거래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직접대출형 구조는 다수의 투자자가 차입자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거나, 채권 

추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입자 보호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동산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모든 투자자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야 하고, 투

자자의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 및 실무

상의 문제로 인해 직접대출형 거래구조는 정치인 펀드 등에서 일회성으로만 이

용하였다. 일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직접대출형 구조의 활용 시도하기도 했지

만, 마찬가지로 대부업법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하거나 금융당국

의 요청으로 플랫폼이 폐쇄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간접대출형 거래구조

만이 남게 되었다(금융기술법연구회, 2019; 천창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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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계약 
내용

내용 예시

직접
대출형

직접 
체결형 금전

소비
대차

대출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여러 대출자와 
차입자 간 직접 대출 계약을 체결

정치인 펀드

중개형
대출중개기관의 중개에 따라 여러 대출자와 

차입자 간 직접 대출 계약을 체결
영국 P2P 
대출중개업

간접
대출형

담보제공
위탁

계약형

담보
제공
계약

대출자가 대출중개기관을 통해 여신회사에 
예금 담보를 제공하면, 여신회사가 이를 

토대로 차입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
한국 팝펀딩

원리금
수취권
매매형

대출
참가
계약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채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분리하여 

대출중개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  

한국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증권형
증권 
매매

투자자들로부터 대출중개기관이 금전신탁을 
받아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매입

미국 P2P 
대출중개업

*자료 출처: 금융기술법연구회(2019: 81) 인용 및 연구자 일부 수정

[표 Ⅲ-3] 거래구조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원리금수취권매매형 거래구조를 바탕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였다. [그림 Ⅲ-2]와 같이 이 거래구조

에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대출정보중개업자로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모

집하고, 연계대출기관이 차입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대출

채권에서 분리된 원리금수취권을 받는다. 즉, 투자자들이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해 연계대출기관과 차입자의 대출계약에 참여하는 형태의 거래구조라 

할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크라우드펀딩 플

랫폼을 전자상거래업체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고, 플랫폼의 자회사로 

설립된 대부업체가 연계금융기관의 역할을 맡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27) 

그리고 일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대부업체를 직접 설립하지 않고,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연계대출기관의 역

할을 맡기기도 하였다(금융감독원, 2018; 금융기술법연구회, 2019; 금융

위원회·금융감독원, 2016, 2017; 서병호·이순호, 2015; 이민아, 

2019; 천창민, 2020).

27)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대부업체를 분리하는 이유는 대부업체가 공모사채를 발

행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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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금융감독원(20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6) 참조 및 연구자 재구성

[그림 Ⅲ-2]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구조

원리금수취권매매형 거래구조에서 연계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는 투

자계약을, 자금수요자와는 대출계약을 맺는다. 이와 같은 이중계약구조로 

인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거래에서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특성이 모

두 나타나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기존 금융업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온

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시장 관행으로만 존재하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정하고 규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기준하, 

2019; 천창민, 2020).28) 최종적으로 제도화된 구조는 [그림 Ⅲ-3]과 같

은데, 두드러지는 점은 과거 분리되어 있던 대출정보중개업자와 연계금융

기관이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금융당국

이 전자상거래업자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관

리·감독할 근거가 없어 연계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 규제를 시도하였

다.29) 그러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법은 대출정보중개업자와 연계금융기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와 관행을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으로 정의하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

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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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역할 모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업 범위로 설정하여 거래구

조를 단순화하고, 이를 규율의 대상으로 정의하여 금융규제의 틀 속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관리·감독할 토대를 마련하였다(기준하, 2019; 

이경민, 2019; 천창민, 2020).

*자료 출처: 천창민(2019: 73) 참조 및 연구자 재구성

[그림 Ⅲ-3]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구조

29)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규제 공백

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사기·횡령·도산 등 이용자 보호의 문제가 발

생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6년「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규율 대상인 대부업자, 은행 등의 연계금융회사를 가이드라인의 직

접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대출정보중개업자)를 간접

적으로 규제하려 했다. 2018년에는 대부업법시행령 및 대부업감독규정을 개정하

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여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간접적 관리·감독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고, 「P2P대출 가이드라인」 또한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출정보중개인

의 역할을 하였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 

인·허가 없이 직접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이들을 

규율할 토대를 마련되었다(기준하, 2019; 이경민, 2019; 천창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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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이처럼 제도화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구조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공간개발사업

에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가 지정

한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맺어 대출을 실행한다. 이때,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이후 차

입자가 공간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

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연계대출과 연계투자에 대한 대가로 차입자와 투자자로부터 플랫

폼 이용 수수료를 수취한다.

2.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현황과 역할

2010년대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PF대출과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크

게 위축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공간개발사업 등은 

고금리의 비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보수적인 제도권 금융기관과 고금리의 비제도권 금융기관 간의 금융 공백

이 확장된 상황에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대안적인 금융기법으로 부

상하였다(김덕규·임춘성, 2018; 성용훈, 2018; 손재영·최수석, 2017; 

신민식·서진형, 2016; 조덕훈, 2017).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비제도

권 금융기관보다 낮은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30) 제도권 금

융기관보다 완화된 대출 승인 기준과 한도를 적용한다. 게다가 크라우드펀

딩 플랫폼은 투자자 모집부터 대출 실행까지의 절차를 금융기관보다 빠르

고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용자 환경을 제공하며, 플랫폼 이용 수수료 

30)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

금리(5~15%)대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성장하였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부족한 고신용자를 위한 상품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출 시

장의 범위를 더욱 확장한다고 알려져 있다(권우영, 2015; 기준하, 2019; 이종

아, 2016; 정광식·민성훈, 2017; 한국소비자원, 2016).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또한 여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마찬가지로 비제도권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낮

은 중금리대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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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금융기관 수수료보다 저렴하다(김덕규·임춘성, 2018; 이종아, 

2016; 정광식·민성훈, 2017; 최수석·손재영, 2017; 한국소비자원, 

2016). 기존 공간개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사업주체에게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하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은 투자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도 비

교적 대출 규모가 크고, 투자 기간이 짧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선호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

랫폼의 수가 급증하였고, 투자자와 차입자들이 이에 몰려들어31) 2015년 

이후부터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윤민섭, 2019a; 이종아, 2016; 최수석·손재영, 

2017;). [그림 Ⅲ-4]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 현황32)을 

나타낸다.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누적 대출액은 약 5.1조 

원이며, 이중 공간개발사업 관련 누적 대출액은 약 2.5조 원에 이른다. 또

한 [표 Ⅲ-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전체 크라우

드펀딩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단위: 억 원)

구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누적 펀딩 금액33) 1,361 110,751

*자료 출처: 미드레이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포털 인용34) 및 연구자 재구성

[표 Ⅲ-4]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누적 펀딩 금액

31) 한 예로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A펀딩은 2016년 5월 8건의 프

로젝트를 플랫폼에 게시하였는데, 모든 프로젝트가 마감되는 데에 16분이 채 걸

리지 않았다고 한다(이종아, 2016).

32) [그림 Ⅲ-4]의 누적 대출액은 전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아닌, 한국

P2P금융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을 반영한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전

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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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한국P2P금융협회의 자료35)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그래프를 작성

[그림 Ⅲ-4]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출 유형별 누적 대출액

대안적 금융기법으로 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공간개발사업의 PF 구조

에서 유연한 위치를 점하며, 사업주체들이 기존 공간개발금융시장을 통해 

충족할 수 없었던 소요를 채워왔다. 크라우드펀딩의 차입자는 금융기관이 

규정한 기준이 아닌 공간개발사업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금융상품을 설계

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상품설계에서의 유연성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 규제 등의 제약 요소로 인해 취급할 수 없었던 금융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토지매입자금 최후순위 대출, 후순위 본 PF대출, 준공

자금대출, 사업시행 이익 및 공사대금 담보부 대출(ABL), 소규모 개발사

업 PF대출, 비제도권 금융 차환대출, 자기자본금 대출 등이 그 대표적 예

시이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이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PF 구

33) 본 자료는 2020년 8월 말 기준 누적 대출액을 나타낸다. 그리고 미드레이트가 

제시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누적 대출액은 약 220여 개의 대출형 크라우드펀

딩 플랫폼 중 138개 플랫폼의 누적 대출액을 합산한 자료이다.

34) 미드레이트 보라! P2P 통합현황[웹사이트]. (2020.12.01.). URL: 

https://midrate.co.kr/bora

35) 한국P2P금융협회 P2P대출취급액 월간 공시[웹사이트]. (2020.12.01.). URL: 

http://p2plending.or.kr/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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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주로 선순위 금융기관을 보완하거나, 최후순위 대출을 제공하는 역

할을 맡아왔다(정광식·민성훈, 2017; 최수석·손재영, 2017). 최근 나

타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금융기관의 제휴 투자 사례에서도 크라

우드펀딩은 대체로 후순위 PF 대출자로써 선순위 금융기관을 보완한다

(김덕규·임춘성, 2018; 한국소비자원, 2016).

요컨대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공간개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공간개발사업 등에 차입금을 제공하는 한편, 완화된 대출기준 및 

대출한도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PF 구조에서 다른 금융기관을 보완

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국내 공간개발금융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확장되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차입자에게 높은 한도

의 중금리대출을, 투자자에게 중위험·중수익의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공

간개발금융시장의 금융 공백을 축소한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은 제도권과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양극화된 공간개발금융시장에서 배제된 공간개발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적 금융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크라우

드펀딩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고위험 금융상품과 규정 한

도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써 PF 구조에 유동성을 더욱 공급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확장의 양상은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지 않은 공간개

발사업의 위험성을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소화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험성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수의 투

자자에게 이전·분산된다. 차입자의 신용위험과 채무불이행 위험을 투자

자에게 중개하여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줄이고 대출 시장을 확장

하는 것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게다가 금융기

관이 수용할 수 없었던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거나, 금

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하여 금융시스템의 레

버리지(leverage) 및 체계적인 위험을 감축하는 것은 공간개발 크라우드

펀딩의 향후 역할로써 제시되고 있다(김덕규·임춘성, 2018; 정광식·민

성훈, 2017; 최수석·손재영, 2017; 천창민, 2020; 한국소비자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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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간개발금융의 확장

제 1 절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특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간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확장 양상을 고찰하기에 

앞서, 본 절에서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특성을 투자 대상과 투

자 방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즉,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특성,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의 PF에 참여

하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제1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공간개발사업 관련 누적 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체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중심으로 구축하였다.36) 

[표 Ⅵ-1]은 분석 대상의 연도별 기초 현황을 나타낸다. 시공사 관련 정

보 등을 구할 수 없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은 다음 절의 PF 위험

점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절에서도 시공사 특성은 전체 분석 대

상이 아닌, PF 위험점수 분석 대상에 기초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위: 억 원,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분석 대상

투자금액 30.0 1,550.6 2,397.3 4,157.3 1,376.2

투자상품 수 3 76 126 152 66

PF
위험점수
분석 대상

투자금액 3.0 730.3 1,515.3 2,523.7 373.2

투자상품 수 1 30 58 69 19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Ⅵ-1] 분석 대상의 연도별 기초 현황

36) 본 연구에서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 단위로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이 여러 회차에 걸쳐 투자금을 모집

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집계하고, 전체 회차의 투자금을 합산하였다. 단, 

리파이낸싱 상품의 투자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공간개발사업에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은 별개의 상품으로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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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대상

(1) 공간개발사업의 공간 특성

금융기관은 특정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위험평가와 투자 결정에 있어 공

간의 생산과 판매 가능성을 고려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지, 용도와 

같은 공간 특성과 시공사 현황을 주요 지표로써 활용한다. 본 절에서도 크

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성격을 공간 특성과 시공사 특성

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입지의 측면에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

딩 상품의 지역별 투자 현황을 [그림 Ⅵ-1]과 같이 분석하였다. 투자금액

과 투자상품 수 모두 수도권 비율이 60% 이상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다. [그림 Ⅵ-2]와 같이 대출 규모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

면, 10억 원 미만의 대출이 수도권 집중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50억 원 이상의 대출은 비교적 수도권 집중성이 낮다. 이는 비

수도권 소재 공간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낮지만, 상품별 투자금액

은 비수도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별 평균 

투자금액은 수도권이 약 19.4억 원으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낮고, 투자 비

율이 가장 낮은 호남권이 약 35.3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분석 대상]

[PF 위험점수 분석 대상]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지역별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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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2] 대출 규모별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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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3] 공간 용도별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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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별 평균 투자금액이 수도권에서 낮은 이유

는 공간의 용도와 관련된다. [그림 Ⅵ-3]은 공간의 용도별 투자 공간개발

사업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거시설의 비율이 높

고, 특히 수도권은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 비율이 약 77.5%로 매우 높다. 

특히 수도권은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소규모 주

거시설은 평균 투자금액 다른 용도의 공간에 비해 낮으므로, 수도권에 50

억 원 이하의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 용도의 측면에서 나타

나는 또 다른 특징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서울과 부산에 밀집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Ⅵ-4]에서 나타나듯이 수도권의 역세권

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해있다.

(단위: 억 원, 건)

구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기타권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주
거
시
설

아파트 178.3 8 152.6 9 144.3 4 30.0 1 15.0 1

다세대
·연립

800.1 71 101.0 7 24.0 1 30.5 3 240.7 14

단독
·다가구

241.1 21 14.5 3 2.5 1 54.6 6 132.5 11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421.4 34 58.8 3 0.0 0 31.9 2 47.5 3

오피스텔·
주상복합

1,940.
2

80 325.8 18 69.6 2 81.9 4 160.0 4

상업시설 767.8 29 241.5 7 0.0 0 136.2 5 186.0 6

업무시설 46.7 2 6.5 1 0.0 0 0.0 0 0.0 0

숙박시설 314.5 12 150 4 122.5 2 11.4 1 240.2 6

산업시설 537.4 13 0.0 0 25.0 1 0.0 0 0.0 0

기타시설 112.6 6 72.0 5 0.0 0 189.9 7 0.0 0

정보없음 0.0 0 0.0 0 0.0 0 0.0 0 28.0 1

합계
5,360.

1
276

1,122
.7

57 387.9 11 566.4 29
1,049.

9
46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Ⅵ-2] 용도별·지역별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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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4] 수도권지역 용도별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분포도 

공간의 용도에 따른 입지의 차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Ⅵ

-5]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업무시설의 역세권 입지 비율

이 높은 데에 비해, 다세대·연립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의 역세권 입지 

비율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약 43.72%는 지하철역과 기차역 1km 이내에 위치하는데, 단독·다가구

주택의 역세권 입지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용도지역

의 측면에서도 오피스텔·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주로 위치하는 반면, 다

세대·연립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은 대체로 일반주거지역과 관리지역

에 위치한다. 이상의 결과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입지경쟁력이 낮은 

다세대·연립주택과 단독·다가구주택에 소규모로 대출을 제공하며, 입지

경쟁력이 높은 오피스텔, 상업·산업시설 등의 공간에는 비교적 높은 금액

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54 -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5] 용도별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역세권 입지 비율

(단위: 건)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일반

준주
거

중심 일반 근린 일반
준공
업

주
거
시
설

아파트 10 4 0 5 1 0 0 1 1 1

다세대
·연립

51 1 0 4 0 0 1 11 28 0

단독
·다가구

14 1 0 3 0 0 0 11 13 0

다중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23 3 0 8 0 0 0 3 5 0

오피스텔·
주상복합

16 20 4 53 3 0 6 2 7 0

상업시설 9 7 3 20 2 0 3 1 2 0

업무시설 1 0 0 2 0 0 0 0 0 0

숙박시설 2 3 2 14 0 0 0 2 2 0

산업시설 1 5 0 1 0 2 3 0 2 0

기타시설 1 0 0 0 0 0 0 3 15 0

정보없음 0 0 0 1 0 0 0 0 0 0

합계 128 44 9 111 6 2 13 34 75 1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Ⅵ-3] 용도별·용도지역별 투자 현황



- 55 -

(2) 공간개발사업의 시공사 특성

공간 특성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순위와 신용등급

을 중심으로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시공사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 특성 

분석은 총 423개의 공간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시공사 특성의 경

우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177개의 공간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

행하였다. 먼저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에 따른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분포는 [그림 Ⅵ-6]과 같이 나타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하는 공간개발사업의 약 91%는 시공능력평가순위가 200위보다 낮은 시

공사가 참여한다. 보통 시공능력평가순위가 50위 이상일 때 완공 위험성

이 낮다고 평가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2019),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공간개발사업은 전반적으로 완공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비교적 양호한 시공사가 참여하는 공

간개발사업은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등에서 발견되며, 대규모 지식산업

센터, 스포츠파크몰, 아파트 등을 개발한다.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6] 시공능력평가순위별 투자 공간개발사업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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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7] 시공사 신용등급별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분포도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은 대체로 신용등급이 낮은 

시공사와 함께한다.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시공사 중 약 62.7%는 투기등

급에 해당하는 BB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갖는다. 시공사 신용등급에 따른 

공간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를 [그림 Ⅵ-7]과 [그림 Ⅵ-8]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호남권 소재 공간개발사업의 시공사 신용등급이 다른 지역

보다 매우 양호하다. 호남권 소재의 공간개발사업 전반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므로, 우량한 시공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사의 

신용등급은 [그림 Ⅵ-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에는 주로 투기등급 시공사가 참여하고, 상업시설은 

규모에 따라 시공사 신용등급의 편차가 큰 것으로 관찰된다. 스포츠파크몰

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은 시공사 신용등급이 높고, 근린생활시설은 전반

적으로 시공사 신용등급이 낮은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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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8] 지역별 시공사 신용등급 분포 비율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9] 용도별 시공사 신용등급 분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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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공사의 신용등급은 비단 용도뿐만 아니라 공간개발사업의 규

모와 큰 관련성을 보인다. [그림 Ⅵ-10]은 신용등급이 A급 이상인 시공

사가 참여하는 공간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만, B-급 이하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간개발사업은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

만 B-급과 마찬가지로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B급 시공사는 BBB급 

시공사와 유사한 규모의 공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

대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을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크라우드펀딩은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도시

형생활주택 등의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비

수도권 관리지역과 수도권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역

세권 집중도가 낮다. 더불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낮으며, 투자의 규모가 

작다. 둘째로 크라우드펀딩은 아파트, 오피스텔·주상복합, 상업시설, 산

업시설과 같은 대규모 공간개발사업에 비교적 높은 금액의 차입금을 제공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공간은 상업지역과 역세권 입지 비율이 높고 시공

사의 신용등급이 양호하지만, 수도권 집중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단위: ㎡)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0] 시공사 신용등급별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규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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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방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공간개발사업의 특징을 고찰한 

데에 이어, 차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구체적인 금융상품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규제 등의 제약 요소가 존재하는 금융기관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은 차입자가 공간개발사업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금융

상품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차입자

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금융기관이 규정하는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각종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유연하게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실제 공

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금융상품별 투자 현황을 [표 Ⅵ-4]와 같이 분석

한 결과, 전체 공간개발사업 중 약 77.5%가 후순위 본 PF대출과 공사대

금 및 사업시행 ABL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

융상품은 높은 LTV 수준과 낮은 상환순위로 PF 구조에 자금을 공급한다

는 공통점을 갖는다. 각 금융상품의 세부 특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억 원,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
건수

브릿지론 PF 0 0 20 1 151 7 158 8 101 5

본
PF

선순위 0 0 149 8 486 13 551 17 135 7

후순위 18 2 1,070 50 1,411 86 2,443 91 583 34

미분류
37)

0 0 43 8 33 5 8 2 18 2

ABL 12 1 267 9 236 13 922 30 278 12

기타 0 0 0 0 44 1 10 1 23 1

정보없음 0 0 0 0 36 1 65 3 239 5

합계 30 3 1,551 76 2,397 126 4,157 152 1,376 66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Ⅵ-4] 금융상품 유형별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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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본 PF대출은 착공 이후 단계에서 이용되는 본 PF대출 중 상환

순위가 낮고, LTV 수준이 높은 대출을 일컫는다.38) 대체로 선순위 금융

기관이 신용보강과 위험관리를 위해 사업주체에게 후순위 PF대출의 설정

을 요구하며, 사업 안정성과 시공사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후순위 PF대출

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김기형, 2010).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

발사업은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후순위 PF대출에 대

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PF 구조

에서 최후순위 대출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일반적으로 은행 및 보험사는 본 PF대출에 선순위 금융기관으로 참여

하고,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후순위 금융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

조에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증권사와 저축은행보다 낮은 상환순위로 

후순위 PF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선순위 대출기관

을 맡고,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후순위 대출기관으로 참여하는 PF 구

조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공사대금 및 사업시행 ABL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간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미래 수익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대출인데, 일반적으로 PF대출보다 

상환순위가 낮다. 차입자는 공간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

금 부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ABL을 활용하곤 한다. 예컨대 준공단

계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개발신탁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선순

위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해야 할 때 ABL 상품을 이용한다. 이에 더하여 

시행사가 새로운 공간개발사업의 초기자금 또는 토지비 마련을 위해 기존

37) 상환순위를 알 수 없는 본 PF대출 상품의 경우 ‘미분류’로 구분하였다.

38) 본 연구에서는 비단 선순위 금융기관의 요구로 설정되는 후순위 본 PF대출뿐

만 아니라, 준공단계에서의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는 

준공자금대출도 후순위 본 PF대출로 분류하였다. 엄밀히 구분하자면, 두 금융상

품은 대출의 형태와 목적이 다르다. 하지만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두 금융상품을 

엄밀히 구분하기에 충분한 양의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그리고 두 금융상품은 착공 이후 단계에서 이용되며, 다른 금융기관보다 낮은 상

환순위로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자금대출을 후순위 본 PF대출이라는 항목으로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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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하고 있던 공간개발사업의 시행이익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다. 

ABL과 본 PF대출 외에도 착공단계 이전 토지매입비 조달을 위한 브릿지

론 PF, 선순위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차환대출, 그리고 저축은행 PF

대출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기자본금 대출39) 등의 금융

상품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활용된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자금조달 수단은 전반적으로 LTV 수준이 높

고, 상환순위가 낮아 PF 구조에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으로 이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상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브릿지론 PF, 자기자본금 대

출 등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2017년 이후부터 상환 안정성이 높은 선순위 본 PF대출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전체 분석 대상 공간개발사업 중 약 10.6%는 선순위 본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선순위 본 PF대출 

상품은 공간개발사업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금융상품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림 Ⅵ-11]과 [그림 Ⅵ-12]는 후순위 본 PF대출과 ABL이 

서울과 수도권 집중성이 높은 반면, 선순위 본 PF대출은 비교적 수도권 

집중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후순위 본 

PF대출과 ABL의 비율이 높지만, 충청권에 소재한 공간개발사업의 약 

50%는 선순위 본 PF대출을 이용한다. 이에 반해 수도권에서는 선순위 본 

PF대출의 비율이 10% 미만이고, 호남권에서는 선순위 본 PF대출이 아예 

관찰되지 않는다.

39) 2010년 상호저축은행의 대량 부실화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권별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저축은행 PF대출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

처럼 강화된 요건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

(시행사)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안태영·김경무, 2019). 

그 결과 영세한 시행사의 경우 저축은행을 통해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PF대출의 자기자본금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금을 대

부하는‘자기자본금(equity) 대출’이 비제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도 주로 소규모 크라우드펀딩 업체

가 자기자본금 대출상품을 취급하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는 1건의 자기자본금 

대출상품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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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1] 금융상품 유형별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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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2] 지역별 금융상품 유형의 분포 비율

또한 [그림 Ⅵ-13]과 같이 선순위 본 PF대출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

시설과 기타시설의 개발사업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히 50% 이상의 기타

시설이 선순위 PF대출을 받으며, 태양광 발전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등의 

개발사업이 선순위 본 PF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거시설 중

에서도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비교적 높은 선순위 PF

대출 비율을 보인다. 이는 선순위 본 PF대출이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Ⅵ-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선순위 본 PF대출은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ABL과 후순위 PF대출 역시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에 주로 투자하지만, 선

순위 PF대출과는 달리 대규모 공간개발사업에도 투자한다. 특히 본 PF대

출보다 상환순위가 낮은 ABL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평균적으로 규모가 더 

큰 공간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즉, 공간개발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상환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크라우드펀딩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대규모 공간개발사

업에서는 최후순위로써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지만, 소규

모 공간개발사업에서는 주요 자금공급 주체로 기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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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3] 용도별 금융상품 유형의 분포 비율

(단위: ㎡)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4] 금융상품 유형별 투자 공간개발사업의 규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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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간개발사업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시공사가 주로 참여하므

로, 후순위 본 PF대출과 ABL은 대개 선순위 본 PF대출보다 투기등급 시

공사의 참여 비율이 더 낮다. [표 Ⅵ-5]를 통해 선순위 본 PF대출 상품 

전반이 투기등급 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순위 PF대출도 투기등급 시공사의 참여 비율이 ABL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후순위 본 PF대출이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공간

개발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후순위 본 PF대출은 대규모 공간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낮은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에도 

투자한다. 예컨대 후순위 PF대출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 중에는 제2금

융권 금융기관이 선순위 PF 대출자로 참여하는 소규모 공간개발사업도 

포함된다.

(단위: 건)

구분
AA급 
이상

A급 BBB급

투기등급

무등급
정보 
없음BB+ ~ 

B급
B- ~ D

브릿지론 PF - - - 1 - - -

본
PF

선순위 - - 2 10 10 4 -

후순위 2 3 29 48 34 9 2

ABL 1 4 6 2 6 1 -

기타 - - - 1 - - -

정보 없음 - - 1 1 - - -

합계 3 7 38 63 50 14 2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표 Ⅵ-5] 금융상품 유형별 시공사 신용등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대상은 신용등급이 낮은 시

공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공간개발사업, 그리고 높은 신용등급의 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간개발사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는 

상환 안정성이 높은 선순위 투자상품이 입지·용도·시공사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후순위 투자상품은 소규모 공간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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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높은 대규모 공간개발사업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그러나 후순위 투

자상품의 상환 안정성은 선순위 투자상품보다 낮다. 이처럼 공간개발 크라

우드펀딩 상품은 공간개발사업의 사업위험 또는 상환위험을 감수하는 경

향을 보인다. 더불어 각각의 상품 유형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간개발금

융의 확장 양상과 관련된다. 첫째로, 후순위 투자상품은 크라우드펀딩에 

의한 유동성 확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Ⅵ-15]는 공간개발 크라

우드펀딩이 약 81%의 높은 LTV 수준으로 후순위 PF대출을 제공함을 보

여준다. 둘째로, 영세한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선순위 투자상품은 금융자본

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개발사업의 범위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확장된다

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

발사업의 위험성을 고찰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사

업을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으로 편입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양상을 밝

히고자 한다.

*자료 출처: 피플펀드 홈페이지40)

[그림 Ⅵ-15]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사례

40) 피플펀드[웹사이트]. (2021.01.10.). URL: https://www.peoplefund.co.kr/sh

owcase/sr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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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성과 공간개발금융의 확장

크라우드펀딩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규정하는 한도 이상의 차입금을 다

른 금융기관보다 낮은 상환순위로 공간개발사업에 제공한다. 이는 공간개

발 크라우드펀딩이 제도권 금융기관이 인수하지 않은 공간개발사업의 상

환 위험성을 수용하고, 공간개발사업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범위를 확장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크라우드펀딩은 높은 위험성 등으로 인

해 기존 금융체계에서 배제되었던 공간개발사업을 흡수하며, 이로써 공간

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이 확장된다. 본 절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이 

확장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성 평

가 요소를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과 타 금융기관의 투자 대상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사업에 투

자하며, 그 결과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이 확장됨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PF 위험점수를 분석

하여 세부 위험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1. 크라우드펀딩과 금융기관의 투자 대상 비교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 평

가와 투자 결정에 있어 사업성과 시공사 현황은 핵심적인 요인으로 여겨

진다. 시공사는 공간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담보물인 공간의 확보 가능

성을, 사업성은 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시공사와 분양성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

딩과 다른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공간의 입지와 용도를 지표로 사업성을 비교하였고, 시공사의 시공능력평

가순위와 신용등급을 시공사 요인의 비교 지표로써 활용하였다.

먼저 공간개발사업의 입지를 비교하면, 크라우드펀딩과 타 금융기관의 

지역별 대출 비율은 [표 Ⅵ-6]과 같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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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펀딩은 대체로 수도권 소재의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 그렇지만 

2010년 은행과 2018년 여신전문회사보다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고, 다른 

금융기관보다 호남권과 충청권에 대한 대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영업구역 제한 기준이 있는 저축은행은 크라우드펀딩보다 지역적 다

양성이 높다.41) 비수도권에 위치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성이 수도권보다 

더 높다고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 금융기관보다 투자 대상의 지역

적 다양성이 높은 크라우드펀딩이 조금 더 입지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한

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크라우드펀딩과 다른 금융기관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대출 비율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제1절의 분석 결과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듯이 크라우드펀딩은 입지적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의 공간개

발사업에 평균적으로 더 큰 규모의 차입금을 제공한다.

(단위: %)

구분

2020년 크라우드펀딩 타 금융기관42)

전체
PF 위험점수

분석 대상
2010년 

은행
2010년 
저축은행

2018년 
여신전문금융기관

수도권 65.2 65.5 73 39 71.4

영남권 13.5 14.1 19 34 20.9

충청권 6.9 3.4 3 13 7.8

호남권 2.6 7.3 2 6 2.6

기타권 10.9 9.6 4 7 10.9

정보 없음 0.9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출처: 2020년 크라우드펀딩은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기존 금융기관은 2010년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갑섭·이현석(2012), 2018년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윤
민수·박광식(2018)을 인용함

[표 Ⅵ-6] 지역별 금융기관의 대출 비율 비교

41) 상호저축은행은 특정 행정구역 소재의 서민 혹은 소규모 기업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영업구역을 설정한다. 수신에 관련하여서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지

만, 여신의 경우 같은 영업구역 내의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

액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한국은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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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용도의 측면에서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주거시설에 

대한 대출 비율이 낮다. 가격에 대한 수요 민감도가 높은 주거시설은 계획

한 가격에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할인매각을 통해 판매할 가

능성이 크다. 반면 비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는 가격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

이 받으며, 가격을 낮추더라도 신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비주거시설은 주거시설보다 사업수지위험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주거시설 중에서도 아파트가 다른 유형의 주거시설보다 사업수지위

험이 낮다고 여겨진다(한국기업평가, 2019).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금융기

관보다 아파트에 대한 투자 비율이 낮은데, 이는 크라우드펀딩이 사업수지 

위험이 큰 공간개발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비역세권 연립·다세대주택처럼 

입지와 용도 모든 측면에서 사업성이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비

율이 매우 높다.

(단위: %)

구분

2020년 크라우드펀딩 타 금융기관

전체 분석 대상
2010년 

은행
2010년 
저축은행

2018년 
여신전문금융기관

주거

아파트 10.2 7.9

85 75

35.4

오피스텔 18.4 19.8 21.7

주상복합 등 45.6 48.6 16.5

상업 10.6 13.6 3 8

26.4

업무 0.7 0.0 3 6

숙박 5.9 5.1 0 1

레져 0.0 0.0 2 6

산업 3.8 4 6 4

기타 4.7 1.1 1 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출처: 2020년 크라우드펀딩은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기존 금융기관은 2010년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갑섭·이현석(2012), 2018년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윤민
수·박광식(2018)을 인용함

[표 Ⅵ-7] 용도별 금융기관의 대출 비율 비교

42) 제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한 공간개발사업의 PF에 

관한 세부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표 Ⅵ-6]부터 [표 

Ⅵ-9]까지 타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는 선행연구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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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2010년 

은행
2010년 
저축은행

2020년 
크라우드펀딩

구분
2018년 

여신전문금융기관
2020년 

크라우드펀딩

50위 이내 65 12 2.82 1~10위 42.7 1.1

100위 
이내

21 13 1.69
11

~30위
15.5 0.6

150위 
이내

5 3 2.82
31

~80위
15.1 2.3

200위 
이내

4 3 0.56
81

~150위
7.1 3.4

200위 
초과

5 34 75.14 기타 19.5 92.7

미정 2 36 16.95
합계 100.0 100.0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출처: 2020년 크라우드펀딩은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기존 금융기관은 2010년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갑섭·이현석(2012), 2018년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윤
민수·박광식(2018)을 인용함

[표 Ⅵ-8] 시공능력평가순위별 금융기관의 대출 비율 비교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과 타 금융기관은 지역과 용도에 따른 투자 비율

의 분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수도권 소재 주거시설에 대

한 투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경향성이 다른 금융

기관과 크게 다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공사 관련 위험요인에

서는 크라우드펀딩과 타 금융기관 사이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표 Ⅵ-8]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시공사 시공

능력평가순위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크라우

드펀딩의 투자 대상 중 약 92.7%는 시공능력평가순위 150위 이하의 시

공사가 참여하는데, 이는 PF대출 대량 부실화 사태 당시의 저축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즉, 크라우드펀딩은 완공위험이 상당히 큰 공간개

발사업에 투자한다. 이에 더하여 [표 Ⅵ-9]는 시공사 신용등급이 투기등

급 혹은 무등급인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비율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PF가 시공사의 신용보

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크라우드펀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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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신용위험이 큰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시

공사 신용등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한 공간개발사업

의 시공사 중 일부가 2020년 기준으로 폐업하였거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금융기관보다 시

공사 관련 위험이 월등히 큰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

(단위: %)

구분
2020년 

크라우드펀딩

타 금융기관

2010년 은행 2010년 저축은행
2018년 

여신전문금융기관

AA급 이상 1.7 11 3 16.7

A급 4.0 27 6 36.1

BBB급 21.5 27 15 14.2

투기
등급

BB+ ~ B 35.6 11 26
2.8

B- ~ D 28.2 4 3

무등급 9.0 2 36 30.2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출처: 2020년 크라우드펀딩은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기존 금융기관은 2010년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갑섭·이현석(2012), 2018년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윤
민수·박광식(2018)을 인용함

[표 Ⅵ-9] 시공사 신용등급별 금융기관의 대출 비율 비교

요컨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공간 특성은 

다른 금융기관의 투자 대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크

라우드펀딩은 영세한 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간개발사업에 주로 투자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공사 관련 위험성이 높아 기존 금융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공간개발사업에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을 공급하고, 이로써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이 확장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크라우드

펀딩이 투자하는 개별 공간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시공

사 관련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입지와 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

성이 낮다. 이처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입지·용도·시공사의 측면

에서 위험성이 높아 기존 공간개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공간개발사업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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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PF 위험점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이 확장되는 구체적 양

상을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F 위험점수에 기초하여 공간개발 크

라우드펀딩 상품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PF 위험점수는 공간개발사업의 

입지와 용도, 시공사 시공능력평가순위와 신용등급에 기초하여 설계된 지

표이다. 그러므로 PF 위험점수를 통해 공간개발사업의 시공사 및 사업성 

관련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PF 위험점수는 사업성 및 시공사 관련 

요인을 반영한 사업위험점수와 함께 신용보강 주체의 신용등급에 기반한 

신용보강점수로 구성된다. 그렇기에 PF 위험점수를 활용하여 공간개발사

업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조치의 여부까

지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PF 위험점수를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공간개

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위험 특성과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공간개

발금융의 확장 양상 및 과정을 포착할 것이다.

(1) PF 위험점수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위험 특성

[그림 Ⅵ-16]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크라우드펀딩이 투자

한 공간개발사업의 PF 위험점수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0.5점에서 

0.7점 사이에 분포해있으며, 평균값은 0.557점, 중앙값은 0.571점이다. 1

점에 가까울수록 PF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크라우드펀딩이 

참여하는 PF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43) 특히 신

43) 각주 7에서 설명한 것처럼 PF 위험점수는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부동

산 PF 유동화상품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자본시장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PF 유

동화상품의 부동산 PF 위험점수 평균은 0.301점이며, 중앙값은 0.278점, 표준편

차는 0.181이다(이석훈·장근혁, 2019: 13).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

는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성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각주 7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해당 연구에서는 증권사의 채무보증유형을 사업위

험점수 산출에 반영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비교

는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채무보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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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강점수가 매우 높다. 크라우드펀딩이 참여하는 PF 구조에서 신용보강

을 제공하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대개 투기등급이며, 신용보강 주체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신용보강점수가 높다는 것은 공간개발

사업의 시공사 관련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

리 조치 역시 부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신용보강점수의 경우 범위

가 상당히 넓은데, 그 이유는 AA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시공사가 신

용보강을 제공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분위 수의 

범위가 최댓값에 치우쳐져 있으며, 최솟값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서 이러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위험점수

의 범위는 신용보강점수보다는 좁고, 분포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그

리고 신용보강점수와 사업위험점수가 모두 반영된 최종위험점수의 히스토

그램은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양상을 보인다.

수가 모두 0점이라고 가정한 경우와 1점이라고 가정한 경우의 평균값과 중앙값

을 산출해보았다. 그 결과 채무보증 점수가 모두 0점일 때의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각 0.504점, 0.519점이었고, 표준편차는 0.114였다. 채무보증 점수가 모두 1

점일 때의 평균값과 중앙값은 0.512점, 0.486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130이었

다. 그러므로 크라우드펀딩이 투자하는 공간개발사업의 PF 위험성이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PF 유동화상품보다는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Ⅵ-16]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PF 위험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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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세부 위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PF 위

험점수의 분포를 공간의 입지와 용도, 시공사, 그리고 금융상품 유형이라

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Ⅵ-17]은 지역별 PF 위험점수와 투자금

액의 분포를 나타낸다. 호남권 소재 공간개발사업의 PF 위험점수는 0.5점 

이하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이는 호남권 공간개발사업 중 다수가 대규

모 아파트 건설사업이기 때문이며, 크라우드펀딩은 이에 약 20~40억 원

을 투자한다. 영남권과 충청권에 위치한 공간개발사업의 PF 위험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0.5-0.8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영남권과 충청권은 

지역 위험점수와 투기등급 시공사 비율이 높으므로, PF 위험점수 역시 비

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투자의 규모도 20억 원 이하에 밀집되

어 있다. 수도권과 기타권 소재의 공간개발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위험점수

와 투자 규모의 분포가 넓다. 특히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투자 프로젝트

의 수가 많아, 위험점수와 투자 규모도 공간개발사업의 특성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수도권 소재의 공간개발사업 역시 0.5-0.7점에 집중

적으로 분포하며, 투자 규모도 대부분 40억 원 이하이다. 더불어 수도권 

소재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PF 위험점수가 낮을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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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7] 지역별 PF 위험점수 및 투자금액 분포

[그림 Ⅵ-18]에 드러나는 것처럼 용도의 측면에서는 아파트의 위험성

이 낮고,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PF 위험점수가 다른 용도보다 높다. 하

지만 상업시설은 기타시설, 오피스텔과 함께 상대적으로 위험점수 분포가 

넓다. 상업시설은 규모에 따라 PF 위험점수에 차이를 보이므로, 위험점수

의 분포가 넓은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소규모 근린상업시설은 전반적으

로 PF 위험점수가 높고, 대규모 쇼핑센터 등은 위험점수가 대체로 낮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

거시설의 PF 위험점수는 0.5-0.7점에 밀집해있다. 일부 다세대·연립주

택의 경우 PF 위험점수가 0.2점 이하로 매우 낮은데, 이는 공간개발사업 

자체의 안정성이 높기보다는 공기업의 매입 확약으로 신용보강점수가 상

당히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공사 위험점수별 PF 위험점수 분포

를 보여주는 [그림 Ⅵ-19]에서도 PF 위험점수가 0.2점 이하이지만, 시공

사 위험점수는 0.9점 이상인 사례가 나타난다. PF 위험점수는 시공사 요

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그림 Ⅵ-19]에서 시공사 위험점수와 PF 위험

점수는 대체로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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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8] 용도별 PF 위험점수 및 투자금액 분포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19] 시공사 위험점수별 PF 위험점수 및 투자금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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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상품 유형별 PF 위험점수 분포를 [그림 Ⅵ-20]과 같

이 살펴보면, 후순위 본 PF대출과 ABL의 위험점수 분포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순위 본 PF대출의 PF 위험점수는 0.5 

-0.8점에 밀집되어 있고, [그림 Ⅵ-21]과 같이 평균 위험점수도 다른 금

융상품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성이 높아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자

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공간개발사업만이 크라우드펀딩의 선순위 PF대출 

상품을 이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높은 

위험성의 공간개발사업을 흡수하여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을 확장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후순위 투자상품은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공간개발사업

에도 투자한다.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간개

발사업은 ABL이나 최후순위 PF대출을 통해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한

다. 또한 후순위 투자상품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선순위 대출자로 참여

하는 공간개발사업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족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

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상과 유동성을 확장해나간다.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20] 금융상품 유형별 PF 위험점수 및 투자금액 분포 



- 78 -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21] 금융상품 유형별 PF 위험점수 분포

(2) PF 위험점수의 변화와 공간개발금융의 확장 과정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확장 과정을 포착

하기 위해 PF 위험점수를 [그림 Ⅵ-22]와 같이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

다.44) 초기 크라우드펀딩은 상대적으로 PF 위험점수가 높은 공간에 집중

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점차 위험점수가 낮은 공간개발사업으

로 투자의 영역이 확장된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이 점차 안정성이 높고, 적

절한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한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음을 시사한

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대상이 저위험의 공간개발사업으로 변화

하였다기보다는, 안정적인 프로젝트까지 투자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20년에는 2017년보다 최종위험점수와 사업위

험점수가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

타난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제정으로 크라우드펀딩의 PF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규제가 강화된 것이 이 같은 양상에 영향을 미

쳤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44) 2016년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은 1건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전체 PF 위

험점수 분석 대상에는 이를 포함하였으나, 시계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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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위험점수]

[사업위험점수]

[신용보강점수]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22] 연도별 PF 위험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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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23] 연도별 PF 위험점수 및 투자금액 분포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확장은 투자 규모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그

림 Ⅵ-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 이전까지는 PF 위험점수가 

0.4–0.8점인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주를 이

루었다. 그리고 40억 원 이상의 투자 대상 전반이 0.4점 이상의 PF 위험

점수를 갖는다. 반면 2019년에는 PF 위험점수와 투자 규모 모두 확산된 

형태를 보이며, 특히 PF 위험점수가 0.4점 이하인 공간개발사업에 4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즉, 초기 크라우드펀딩은 PF 위험

점수가 높은 공간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확장하였으나, 2019

년에는 PF 위험점수가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

로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규모가 성장하였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

발금융시장에서 하나의 자금조달 통로로 정착하면서, 위험성이 낮은 공간

개발사업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성이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기초한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은 후순위 

PF대출과 ABL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림 Ⅵ-24]와 같이 2018년부

터 PF 위험점수가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후순위 PF대출과 ABL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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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였으며, 2019년에는 이와 같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투자 규모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아파트,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쇼

핑센터 등 대규모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후순위 투자상품의 규모 확대가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초기에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공간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과 유동성 

공급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근래에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공간개발사

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규제가 강화된 2020년을 기점으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세는 둔

화되었고, PF 위험점수가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건설 및 부동산시장의 위

축도 크라우드펀딩의 성장률 둔화와 투자에서의 안정성 추구 경향에 영향

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 출처: 연구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그림 Ⅵ-24] 금융상품별·연도별 PF 위험점수 및 투자금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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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수용과

              공간개발금융의 확장

본 장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확장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분

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간개발 크

라우드펀딩 상품의 유형은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선순위 투

자상품,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공간개발사업까지 포괄하는 후순위 투자상

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순위 투자상품은 상환 안정성이 높지만, 입지·

용도·시공사 관련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영세한 시공

사가 참여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의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이 선순위 PF대출의 주요 투자 대상이다. 이에 반

해 후순위 투자상품은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높은 대규모 공간개발사업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하지만 후순위 투자상품

은 선순위 투자상품보다 상환 안정성이 낮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공간

개발사업의 상환위험 또는 사업위험을 인수한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은 종래의 금융기관이 인수하지 않은 공간개발사업

의 사업위험과 상환위험을 수용하며, 이로써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

상과 유동성의 범위가 확장된다.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월등

히 높은 비율로 시공사 관련 위험성이 큰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이 시공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투자 대상에

서 제외되었던 공간개발사업을 흡수하고, 그 결과 공간개발금융의 투자 대

상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크라우드펀딩은 후순위 투자

상품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이 규정하는 한도 이상의 차입금을 공간개발사

업에 제공한다. 즉, 크라우드펀딩은 타 금융기관이 인수하지 않았던 상환 

위험성을 흡수하고, 공간개발사업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초기 크라우드펀딩은 고위험 공간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간개발

금융의 투자 대상과 유동성 공급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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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에는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상품 모두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지만, 후순위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점차 PF 위험점수위 

범위와 투자 규모가 확장되었다. 특히 2018년부터 아파트, 오피스텔·주

상복합과 같은 대규모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후순위 금융상품이 증가

하였으며, 투자 규모 역시 성장하였다. 또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 

전반이 위축된 2020년에는 중·저위험의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후순위 투

자상품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PF 위험점수도 상당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위험성이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대개 최후순위로 자금을 제공하므로, 여전히 높은 상환위

험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신용보강점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공

간개발사업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조치 역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개발사

업의 위험을 소화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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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위험의 분산

제 1 절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분산 특성

본 절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소화하는 메커니즘

을 규명한다. 우선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고유한 거래구조로부터 파생

되는 투자자와 크라우드펀딩 업체 간 위험 분담의 양상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기존 PF 구조와는 달리 크라우드펀딩이 참여하는 PF 구조에는 투자

자와 위험을 공유하는 주체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

대적으로 고위험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이 거래될 수 있었다는 것

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소액투자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기반하여 형성된 투자자 간 위험 분산의 구조를 탐구할 것이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자의 위험 분담

공간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하나의 당사자가 전체 사

업위험을 부담하기 어려우며, 그렇기에 공간개발사업의 PF 참여자들은 상

호 위험을 분산한다(김기형 외, 2010; 이종훈, 2015).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금조달 기법에 따라 PF의 위험 분산 양상과 참여자들의 역할

이 달라지며, 크라우드펀딩 또한 고유한 거래구조로 인해 기존 PF 구조와

는 다른 위험 분산의 양상이 나타난다. 국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거

래구조는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차입자와

는 대출계약을 맺는 이중계약의 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은 이중계약 구조

로 인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성격을 모두 갖

는 특수한 금융기법으로 발전하였고(이성복, 2018; 천창민, 2020), 온라

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한 종래의 금융기관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따라

서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위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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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은 기존 PF 구조와 차이를 보이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실질적 자금공급자와 절연된 차입자에게 온라

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를 취한다. 또한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는 담보 가치평가, 신용할당, 대출상품설계 등 단수 중개 이

상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출형 

PF의 대출기관과 유사하다. 하지만 대출형 PF에서는 은행 등의 대출기관

이 자기계산과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반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

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투자자의 자본으로 대출을 진행하

며, 투자자가 차입금을 제공할 공간개발사업을 직접 결정한다. 이로 인해 

투자 결정과 자금공급 주체로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이 강조된다. 그리고 온

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신용공여가 투자자와 연계되며, 이에 따른 차입

자의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된다(서병호·이순호, 2015; 성희활, 2013, 

2016; 이성복, 2018; 임일섭, 2015; 천창민, 2020).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과 마찬가지로 유동화형 PF도 자본시장의 투자

자가 자기계산과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공유한다. 그러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및 실무상 신용보

강이 필요하므로,45)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은 신용보강 주체와 투자자 사이

에서 분산된다. 게다가 고위험상품에 대한 시장소화력이 매우 낮아, 고위

험 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간접투자형 PF의 경우 유

동화형 PF보다 신용보강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46) 투자·

운용·위험관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의 안

45) 2020년 이전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이하인 

일반법인의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을 제한하였다(금융위원회, 2020). 이에 따라 

BB급 이하 시공사는 금융기관의 추가 신용보강 없이는 PF-ABS를 발행하지 못

했다. 만기일이 짧은 PF-ABCP도 차환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크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신용보강이 필요하다(손재영 외, 2012; 심종원·오병호, 2011).

46) 부동산펀드는 신용보강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투기등급 시공사 등의 신

용보강으로도 펀드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고위험상품에 대한 시장 소화력이 비

교적 높다고 알려져 있다(손재영 외, 2012; 심종원·오병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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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보장된다. 더불어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접투자기구에는 비교적 엄격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된다.47) 요컨대 유동화형·간접투자형 PF 구조에서 관계 금융기관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투자자와 분담한다.

이에 반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투자자에

게 중개할 뿐, 이를 투자자와 공유하지는 않는다. 물론 온라인투자연계업

자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 과잉·허위 광고 금지 등 정보 비대칭성의 최

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2020;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0b).48) 이에 더하여 금융당국은 투자자 경보 등을 발령

하여 투자자들에게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고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

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자기책임 하에 신중히 투자할 것을 권고한다(금

융감독원·금융위원회, 2020). 이는 현행 금융규제가 투자자를 자금공급

과 투자 결정에 따른 실질적 책임의 주체로 간주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47) 간접투자기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되므로, 개별 투자 주체

의 자기계산이 아닌 간접투자기구 차원에서의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자회사(REITs)는 투자자가 참여하는 주주총회를 통해 투자와 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부동산펀드는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결정권을 일임받아 

자기책임 하에 투자·운용 결정을 내린다.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

정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만,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은 자산운용사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자 보

호의 책임을 갖는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일상적 운용지시로부터의 배제

를 집합투자의 정의에 명시하는 동시에,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결정권을 일임받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투

자자는 자산운용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구동균 외, 2018; 노상

범·고동원, 2020; 성희활, 2013, 2016).

48) 이 외에도 고위험상품 등의 취급 제한, 연체율 관리와 업무 보고 의무, 과도한 

리워드(reward)와 손실보전 광고 금지, 고유재산과 투자금 및 상환금의 구분 및 

별도 예치·신탁과 같은 이용자 보호의 규정이 연계금융업자에게 적용된다. 그리

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원리

금수취권과 연계금융업자의 파산절연 조항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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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는 정보·자금을 중개하는 주체로서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49) 그렇기에 [표 Ⅴ-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구조에서 온라인투자연계업자는 실질적으로 공간

개발사업의 위험과 절연된다.

구분 금융기관
자본시장 
투자자 

참여 여부

투자 결정 
주체

금융기관의
주요 수익원천

금융기관의
위험 보유 여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투자
연계업자

○ 투자자
플랫폼 이용료,

기술서비스 판매
×

대출형 PF 대출기관 × 대출기관 순이자마진 ○

유동화형 PF

대출기관

○ 투자자 수수료 등

×

신용공여
기관

○

간접투자형 
PF

간접투자
기구

○
간접

투자기구
수수료 등 △

*자료 출처: 연구자 작성

[표 Ⅴ-1] PF 유형별 금융기관 및 금융구조 특성 비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절연되므로 

대출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고위험상품을 취급하더라도 위험이 직접적으

로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와 차입자 양

측으로부터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양면 시장의 성격을 갖기 때

문에, 대출 규모에 비례하여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수익이 증가한다(윤민

섭, 2019b; 이성복, 2018; 천창민, 2020). 그리고 최근에는 크라우드펀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이전에도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대출정보중개업자

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이성복, 2018),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

률 발의안도 주로 중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의 영업 범위가 채무·지분·투자계약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와 투자자 간의 

단순 중개로 제한되는 반면(박혜진·공경신, 2019), 채권추심, 대출심사, 차입자 

신용평가, 투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업무영역을 포괄

하기에 중개라는 단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진복 의원의 발의안에서 사용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지칭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

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8; 이경민, 2019; 이민아, 2019).



- 88 -

딩 플랫폼에 축적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서비스를 개발하여 상품화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50) 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익은 투자자와 차입자 간 거래 규모와 정보량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온

라인연계금융업자는 거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고위험의 상품을 취급하

거나, 차입자의 신용을 부적절하게 평가할 유인을 갖는다(김영식, 2019; 

이성복, 2018; 천창민, 202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와 같은 유

인을 차단하기 위해 파생상품이나 가상통화 등 고위험상품의 취급을 제한

한다.51) 또한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와 그 결과 제공을 온라인투자연계

업자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

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52) 

50)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실시간 공사 현장 스트리밍 서비스, 자동분산투자 서비

스,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의 기술서비스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

에게 제공해왔다. 이와 같은 초기 단계를 거쳐 근래에는 거래정보에 기반하여 기

술서비스를 개발·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투자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한 투

자 분석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는 모델이 등장하였다.

5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제12조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과 이용자에 대한 연계투자금융 행위를 제한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라인투

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 연계금융업자가 취급할 수 없는 

상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하여 위험률 ‧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구조화 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

들이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취급이 제한된다. 둘째, 

연체 혹은 부실 가능성이 큰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

으로 지정된 주식 등 고위험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금융위

원회·금융감독원, 2020a, 2020b). 금융당국은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

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 이에 대한 취급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다.

52)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대출을 심사하고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주체는 

연계금융업자이다. 그리고 연계금융업자는 자체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대출상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수준의 업무를 제공하며, 투자자는 이와 같은 신용평가의 내용

에 의존하여 투자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천창민, 2020). 그러므로 온라인투자연

계금융법 제13조제4항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

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연계금융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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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투자자의 명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

거하지만, 투자자의 결정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분산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 PF 상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는다. 공간개발 크

라우드펀딩 상품에 관한 취급 제한이나 신용보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고위험상품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

이 매우 크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크라우

드펀딩 시장에서는 사업 위험성 및 상환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 크라우

드펀딩 상품이 유통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공간개발 크라우드

펀딩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조건과 위험요인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금융규제가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위험평가와 투자 

결정의 주체로서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금융

감독원, 2019;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20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 2020a). 

그러나 공간개발사업은 다양한 변수와 위험요인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기존 PF 구조는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충분한 

위험 분담 역량을 갖춘 신용보강 주체를 동원하였다. 반면 공간개발 크라

우드펀딩의 구조에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가 자기책임 원

칙 하에 위험평가와 투자를 진행한다.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위험

을 분담할 주체를 규정하는 대신, 투자자의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반

영하여 투자 한도와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7). 기존 PF 구조가 갖춘 위험 분산의 주체가 부재하기에, [그림 Ⅴ

-1]과 같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자자들은 고위험상품이 유

통되는 시장 환경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다.

범위에 포함하고, 제31조제1항에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

생시킬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신용평가를 유도하고 있다.

53)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일반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나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

로 전문성이 낮으며, 크라우드펀딩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비교적 위

험한 투자를 제안한다고 알려져 있다(김기형, 2010; 신민식·서진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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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구조]

[유동화형 PF 구조]

[간접투자형 PF 구조]

*자료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Ⅴ-1] PF 유형별 위험 분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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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간 위험 분산·순환의 양상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은 별도의 위험 분산 주체 없이 공간개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이전·분산된다. 그리고 투자자들 간 위험 분산

의 구조는 소액투자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최소 투자 한도가 매우 낮은 금융기법

이다. [그림 Ⅴ-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최소 투자 

한도는 일반적으로 1만 원이므로, 소액투자자들도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소액투자의 가능성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

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자 저변을 확장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소액으로도 여러 공간

개발사업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실제로 국내 크라우

드펀딩 투자자들은 약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한다

고 알려져 있다(서병호·이순호, 2015). 또한 소액투자의 가능성과 분산

투자의 용이성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진입하는 주요 동기가 

된다고 한다(한국소비자원, 2016). 더 나아가 다수 투자자 간의 위험 분

산과 소액 분산투자의 관행은 개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의 크기를 

줄이며, 이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도 비교적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은 강한 연결성과 높은 이용자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공간에 기반하여 작동한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의 편리한 

이용자환경과 우수한 접근성은 크라우드펀딩의 대중화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게다가 국내 대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들은 토스, 카카

오페이 등 대중 접근성이 높은 간편 간편송금·결제 플랫폼과 제휴하여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림 Ⅴ-2]와 같이 토스와 카카오

페이는 부동산 소액투자라는 기능을 통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홍보하며, 이에 따라 20~30대를 중심으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자자 저변이 확장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한 크라우드펀딩 업

체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의 제휴 이후 투자자 규모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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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2배가량 성장하였으며, 특히 20~30대 투자자가 해당 플랫폼의 주요 

투자자층으로 부상하였다고 한다.54)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공간개발 크라

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하여 투자자와 금융자본의 유

입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는 비단 다수 투자자 간 위험 분

산의 구조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

*자료 출처: 토스(toss), 카카오페이(kakaopay) 인용

[그림 Ⅴ-2] 대형 플랫폼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 홍보

54) 피플펀드 2019 Annual Report[웹사이트]. (2021.01.21.). URL: 

https://www.peoplefund.co.kr/report/2019/an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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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 재융자) 관행

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래 리파이낸싱이란 상환기한이 도

래한 채무의 상환을 위해 채권자가 새로운 융자를 받고, 이를 통해 상환 

시기를 유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55)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에서는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상품을 리파이낸싱 상품이라 부른다. 리파이

낸싱 관행은 투자자 간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전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손실로 실현된다. 이에 리파이낸싱 상품은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게 하여, 상환기한을 연기

하고 손실의 실현을 보류한다. 리파이낸싱 상품은 주로 미분양 또는 준공 

지연의 상황에서 활용되는 만큼, 대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

기에 리파이낸싱 상품의 이자율은 대체로 기존 상품보다 높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리파이낸싱 상품은 빈번하게 관찰되며, 근래에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상환 전략 중 하나로 해당 플랫폼을 통한 

리파이낸싱을 제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자료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Ⅴ-3]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리파이낸싱 구조

55)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웹사이트]. (2020.12.01.). URL: https://www.fsc.g

o.kr/know/wrd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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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에서 드러나듯이 리파이낸싱 관행은 유동화형 PF의 차환발

행과 상당히 유사하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와 함께 신용 및 유동

성 위험을 분담하는 유동화형 PF와는 달리,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구조

에서는 별도의 신용보강 장치 없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위험이 순환한다. 

또한 유동화형 PF는 매입확약과 같은 신용공여를 통해 유동성 위험을 대

비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은 유동성 위험의 상황에서 확장된 투자자 저변과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예로 [그림 Ⅴ-4]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리파이낸싱 과정을 

보여준다. 약 24억 원의 차입금에 대한 두 차례의 리파이낸싱이 진행되었

는데, 마지막 리파이낸싱의 경우 27차에 걸쳐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리고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투자를 대신하는 자동

투자 기능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도입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리파이낸싱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크라우드

펀딩의 고유한 특성은 소액 분산투자와 다수의 투자자 간 위험 분산 및 순

환을 가능케 하며,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이와 같은 위험 분산 구

조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수용한다.

*자료 출처: ㅎ 펀드 홈페이지56)에서 투자 기간 및 금액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그림 Ⅴ-4] 리파이낸싱 상품의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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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작동과정과 결과

본 절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고유한 위험 분산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공

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수용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공간개발 크라우

드펀딩 상품의 사례를 통해 포착한다. 여러 공간개발사업에 다양한 방식으

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에서는 다층적인 특

성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본 절에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이 공간개발사업의 사업위험과 상환위

험을 수용하는 양상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한다. 둘째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분산되는 과정과 결과를 탐구한다. 이때, 위

험이 손실로 실현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손실 분담의 구조

를 규명하고자 한다.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작동

과정을 분석하기에, 본 절에서는 다양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상품의 사례를 다루었다.

1.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수용과 공간개발금융의 확장

크라우드펀딩은 공간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 소요에 대해 다른 금

융기관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공간개발 크라우드

펀딩 상품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프로젝트나 사업단계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이 규정하는 한도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한다. ᄀ펀드 A 

오피스텔의 사례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특유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공간개발사업의 각종 자금 소요를 충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A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위치한 지상 13층 규모의 

56) 제5장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제1장 연구의 대상 및 방법에서 설명한 분석 대

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해당 플랫폼에서 공개하는 자료만을 이용하여 사례를 기술

하였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명과 플랫폼명을 익명 처리하기 위해 상품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 주소를 각주로 인용하는 대신, 참고문헌 [웹페이지]에서 

전체 플랫폼 주소를 정리하여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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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차입자는 ᄀ펀드를 통해 자기자본금 대출

과 준공자금 대출을 받았다. 2019년 차입자는 수협 PF대출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ᄀ펀드를 통해 3차례에 걸쳐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후 차입자는 A 오피스텔의 공정률에 따라 수협으로부터 

PF 대출금을 받았고, 대출금으로 ᄀ펀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였

다. 2020년 2월 자기자본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같은 해 7

월 차입자는 준공단계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기 위해 ᄀ펀드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ᄀ펀드는 다른 2개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

폼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2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ᄀ펀드는 그중 3

억 원의 차입금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A 오피스텔의 사례는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의 여러 단계에서 발

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그 과

정에서 공간개발사업의 각종 위험을 인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ᄀ

펀드가 최초로 제공한 자기자본금(equity) 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 PF대

출의 자기자본금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대출이다. 제

도권 금융기관은 공간개발사업의 지나친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로 인해 PF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간개발사업의 자본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해 자기자본금 요건을 도입하였다. 특히 과도한 PF대출로 

대량 부실화 사태를 겪었던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

준」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공간개발사업에 

대해서만 PF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안태영·김경무, 2019).

자기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간개발사업은 부실 위험성이 크다

고 평가받기에, 자기자본금 대출 역시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기자본금 대출은 비제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본 사례에서 ᄀ펀드는 자기자본금 대출을 제공하여 A 오피스

텔 개발사업의 부실 위험성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ᄀ펀

드는 다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들과 함께 공동 4순위로 준공자금을 대출

하였다. 준공자금 대출은 사업 말기에 부족한 공사비 등을 보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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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말하며, 크라우드펀딩은 대개 최후순위로 준공자금을 제공한다. 이

처럼 크라우드펀딩은 공간개발사업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후순위 금융수단으로써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조감도 위치도

자기자본금 상품 개요

투자
상품 
개요

투자상품 유형 자기자본금 대출

상환
방식

상환재원 PF 기성자금을 통한 상환
모집금액 10억 원

담보
토지담보신탁 

3순위 우선수익권 
(대출원금 150%)

연수익률 15%
상환예정일 2020년 2월

플랫폼 
평가등급

A1 LTV
50.85%

(준공 후 예상가치 기준)

준공자금 상품 개요

투자
상품 
개요

투자상품 유형 후순위 본 PF

공간
특성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화리
모집금액 3억 원 용도 오피스텔

연수익률 16% 규모

오피스텔 36세대
근린생활시설 5개 호
연면적 6,859.95㎡

상환예정일 2021년 7월 시공사 신용등급 -
플랫폼 

평가등급
A1 시공사 도급순위 -

상환
방식

상환재원 대환대출 / 준공 후 근린생활시설 분양대금 / 오피스텔 미분양 담보대출

담보

Ÿ 토지담보신탁 공동 4순위 우선수익권 (대출원금 130%)
Ÿ 대출법인 대표이사, 시공사 관계사 법인 연대보증
Ÿ 시공사 유치권포기각서 / 책임준공 확약서 / 연대보증

LTV 58.92% (준공 후 예상 가치 기준)

*자료 출처: 표의 내용과 조감도는 ㄱ 펀드 홈페이지에서 상품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위치도는 QGIS의 TMS for Korea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VWorld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표 Ⅴ-2] ㄱ펀드 A 오피스텔 자기자본금 · 준공자금 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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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에서 최후순위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ᄂ펀드 B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은 대형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확약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대규모 공간개

발사업이다. 2020년 ᄂ펀드는 B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에 5순위로 약 

100억 원의 후순위 본 PF대출을 제공하였으며, 당시 LTV 수준은 약 

61.05%였다. ᄂ펀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공간개발 크라우드

펀딩은 사업 및 상환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5~6순위로 

자금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는 공간개발사업의 PF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

자들이 부담하는 상환위험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ᄂ

펀드의 사례에서 차입자는 투자 만기 시점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현재 리파이낸싱 상품을 통해 상환기한의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조감도 위치도

투자
상품 
개요

투자상품 유형 후순위 본 PF

공간
특성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모집금액 100억 원 용도 생활형숙박시설, 판매시설

연수익률 13% 규모

생활형숙박시설 344호,
판매시설 237호

연면적 66,200.9㎡

상환예정일 2021년 9월
시공사 

신용등급
BBB-

플랫폼 
평가등급

B1
시공사 

도급순위
142

상환
방식

상환재원 준공 후 일괄매각에 의한 매매 잔금

담보

Ÿ 관리형 토지신탁 5순위 우선수익권 (대출원금 130%)
Ÿ 대출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
Ÿ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 및 채무인수 / 신탁사 책임준공 이행 확약

LTV 61.05% (예상 분양수입금 기준)

*자료 출처: 표의 내용과 조감도는 ㄴ펀드 홈페이지에서 상품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위치도는 QGIS의 TMS for Korea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VWorld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표 Ⅴ-3] ㄴ펀드 B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 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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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위치도

투자
상품 
개요

투자상품 유형 시행이익 ABL

공간
특성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모집금액 30억 원 용도 오피스텔

연수익률 22% 규모

오피스텔 219호,
근린생활시설 28호

연면적 17,153.43㎡
상환예정일 2020년 1월 시공사 신용등급 -

플랫폼 
평가등급

- 시공사 도급순위 -

상환
방식

상환재원 사업정산금으로 상환

담보
Ÿ 사업시행사 수익자 수익권 1순위 근질권 (대출원금 130%)
Ÿ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LTV -

*자료 출처: 표의 내용은 ㄷ펀드 홈페이지에서 상품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조감도는 MK(매일경제) 부동산 홈페이지57)의 사진을 인용
 위치도는 QGIS의 TMS for Korea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네이버 지도58)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표 Ⅴ-4] ㄷ펀드 C 오피스텔 신축사업 상품 개요

크라우드펀딩의 차입자는 사업비용 마련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후

순위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활용한다. 특히 공간개발사업에서 발

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유동화하는 ABL은 다양한 자금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용된다. 기존 공간개발사업의 시행이익을 바탕으로 ABL 상품을 

설계해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음 공간개발사업의 사업부지 계약금으

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차입자는 자금

57) MK 부동산[웹사이트]. (2020.01.20.). URL: https://mk.co.kr/es-

tate/news/2017/172617

58) 네이버지도[웹사이트]. (2020.01.20.). URL: https://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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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입시기와 필요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ABL 상품을 활용하기도 한

다. C 오피스텔의 사업시행사는 기존 PF대출의 상환과 분양대금의 유입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ᄃ펀드의 ABL 상품을 이용하였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의 C 오피스텔은 지하 7층, 지상 15층의 대규모 오피스텔로, 

사업시행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시행

사가 ᄃ펀드에 대출을 신청한 2019년 10월에 이미 C 오피스텔의 준공은 

완료되었고, 분양률 역시 88.4%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수분양자의 잔

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는 PF대출의 상환 시점에 원리금을 상

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미납된 잔금과 추가 분양대금 

등 미래 시행이익에 기초하여 ᄃ펀드에 ABL을 신청하였고, ABL 상품을 

통해 모집한 30억 원으로 기존 PF대출을 상환하였다.

본 사례에서 ᄃ펀드는 C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

한 한편, C 오피스텔의 잔금 납부 지연 위험을 인수하였다. 사업시행사는 

총 34개의 잔금 미납 가구 중 24가구가 자력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미납 가구

의 잔금대출을 진행하거나, 미분양 담보대출을 받아 ᄃ펀드의 투자금을 상

환할 계획을 밝혔다. ᄃ펀드는 5호선 미사역에 인접한 C 오피스텔의 추가 

분양을 전망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 평가하였

다. 그러나 동시에 본 사업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22%라는 높은 수익률을 

책정하였다. C 오피스텔의 사례는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이 비단 공

간의 생산뿐만 아니라 공간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을 인수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은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사업을 수용하여, 공간

개발금융의 투자 대상을 확장한다. 예컨대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간개발사업을 위한 대출 시장

을 개척한다고 알려져 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8). D 도시형생

활주택에 대한 ᄅ펀드의 선순위 투자상품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소

규모 공간개발사업을 흡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D 도시형생활주택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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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진역에 근접한 연면적 585.88㎡의 소규모 공동주거시설이다. ᄅ펀드는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에 선순위로 12억 원을 대출하였고, LTV 수

준은 약 64%에 이른다.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의 PF 위험점수는 

0.703점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위험점수가 높은 프로젝트에 속한

다. 비록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지만,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조회되지 않는 영세한 시공사가 참여하여 PF 위험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파악된다. ᄅ펀드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체 평

가등급 중 매우 낮은 등급에 속하는 B- 등급을 본 사업에 할당하였다. 게

다가 [표 Ⅴ-6]과 같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등에도 자금을 공급하여 공간개발금융의 투자공간을 다양화한다.

현장 사진 위치도

투자
상품 
개요

투자상품 유형 선순위 본 PF

공간
특성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모집금액 12억 원 용도 도시형생활주택

연수익률 11% 규모 17세대, 연면적 585.88㎡

상환예정일 2018년 9월 시공사 신용등급 무등급

플랫폼 평가등급 B- 시공사 도급순위 -

상환
방식

상환재원 준공 후 일괄매각에 의한 매매 잔금

담보

Ÿ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대출원금 130%)
Ÿ 시행사 대표이사 연대보증 및 시행사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Ÿ 시공사 유치권 포기각서 및 책임준공 확약서

LTV 64.2% (준공 후 예상 가치 기준)

*자료 출처: 표의 내용은 ㄹ펀드 홈페이지에서 상품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현장 사진은 네이버 지도 로드뷰 서비스의 2019년 11월 사진을 인용59)

 위치도는 QGIS의 TMS for Korea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VWorld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표 Ⅴ-5] ㄹ펀드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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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공위성 사진 위치도

투자
상품 
개요

투자상품 유형 선순위 본 PF

공간
특성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모집금액 70억 원 용도 태양광 발전시설

연수익률 7.48% 규모
면적 141,881㎡

13.2MW
상환예정일 2019년 10월 시공사 신용등급 -

플랫폼 평가등급 - 시공사 도급순위 -

상환
방식

상환재원 분양 잔금 / 제1금융권 대환대출

담보

Ÿ 근저당 1순위 및 지상권 설정
Ÿ 시공사 유치권 포기각서 / 책임준공 확약서 / 연대보증 일부
Ÿ 차주사 대표이사 연대보증 및 주식 질권 설정

LTV 59.88% (분양수입금 기준)

*자료 출처: 표의 내용은 ㅁ펀드 홈페이지에서 상품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현장 인공위성 사진과 위치도는 QGIS의 TMS for Korea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VWorld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표 Ⅴ-6] ㅁ펀드 E 태양광발전소 시공자금 상품 개요

2.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분산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인수하

는 한편, 공간개발사업의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위험이 손실로 실현되

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앞선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라우드펀딩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공간개발사

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다. 그리고 소형부동산이나 태양광발전소와 같

은 다양한 공간이 투자를 받고, 소액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

하여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기도 한다. 즉,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59) 네이버지도[웹사이트]. (2020.01.20.). URL: https://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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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작동한다면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 금융 소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비교적 큰 위험을 인수하므로 공간

개발사업이 부실화되거나, 부실화의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

다. 게다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구조에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전반

은 투자자에게 전가되므로 손실의 부담 역시 투자자가 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위험 분산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 사진 위치도

투자
상품 
개요

투자상품 유형 후순위 본 PF

공간
특성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모집금액 60억 원 용도 공장

연수익률 18% 규모 연면적 14,690㎡

상환예정일 2019년 8월 시공사 신용등급 BB0

플랫폼 평가등급 - 시공사 도급순위 1,875위

상환
방식

상환재원 준공 후 대환대출 / 분양대금

담보

Ÿ 부동산 담보신탁 2순위 우선수익권
Ÿ 시공사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확약
Ÿ 차주사 주식 근질권 설정

LTV 62.5% (감정평가액 기준)

*자료 출처: 표의 내용과 현장 사진은 ㅂ펀드 홈페이지에서 상품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위치도는 QGIS의 TMS for Korea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VWorld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표 Ⅴ-7] ㅂ펀딩 F 공장 준공자금 상품 개요

F 공장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사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의 공장 및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신협으로부터 50억 원의 PF대출을 받았다. 이후 준

공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ᄇ펀드에서 6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전체 차입

금 중 약 5%는 부동산 관련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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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치 상품을 통해 모집되었다. LTV 수준은 약 62.5%였지만 투자자 모집 

당시 공정률이 89%였고, 제1금융권의 대출 취급 의향서와 3개 업체의 입

주확약서를 확보한 상황이었다. 이에 ᄇ펀드는 상환위험이 낮다고 판단하

였지만, 2019년 2월 제3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담보물에 대한 5건의 부동

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5건의 본안소송이 진행

되면서 채권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ᄇ펀드는 법적 하자를 치유한 후 담보 

처분을 통해 투자금을 상환하려 하였다. 본 상품은 2019년 8월 상환이 예

정되었지만, 소송절차로 인해 2020년 5월까지 상환이 지연되었다. 소송

절차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ᄇ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조

정하고 담보권을 처분하여 즉시 투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98%가 이에 동의하여 담보권이 약 49억 원에 처분되었다. 2020년 6월 

ᄇ펀드는 법적 절차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소요된 약 2억 7천만 원을 공

제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였다. 최종 상환 원리금은 약 56억 

원으로, 투자 원금 대비 약 93.9%가 상환되었다.

ᄇ펀드의 사례는 기존 공간개발 PF 구조에서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낮추

던 요소들이 부재할 때,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전반과 이에 따른 손실이 모

두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사례에서 크라우드펀딩 업체

는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평가 및 공시하고, 채권 추심절차를 대신할 뿐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분담하지는 않았다.60) 게다가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채권 추심 절차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이를 통해 손실 부담의 주체가 투자자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ᄇ펀드의 사례에서 투자금 일부는 부동산 트렌치 상품을 

통해 모집되었는데, 이는 소액 분산투자를 통해 개별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시도를 반영한다. ᄇ펀드는 위험도

와 수익률 평가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고, 이에 상환순위를 부여하여 부동산 트렌치 상품을 만든다. 그

리고 크라우드펀딩 전문 투자법인이 최후순위 상품에 투자하게 하여, 투자

60) 일부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이와 같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한계를 인지하

고, 최근 보험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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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투자자보다 먼저 손실을 감당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61) 하지만 F 

공장 준공자금 상품이 포함된 트렌치 상품은 다른 기초자산에서도 부실이 

발생하였기에, 현재 장기연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자료 출처: ㅂ 펀드 홈페이지 인용 및 연구자 재구성

[그림 Ⅴ-5] 크라우드펀딩의 부동산 트렌치 상품구조 

선순위 본 PF 상품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중심의 위험 분담의 양상

이 나타난다. ᄉ펀드는 ᄋ펀드와 함께 신디케이트 대주단을 구성하여 충청

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의 H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차입금을 제공

하였다. 총 34억 원의 차입금 중 22억 원이 ᄉ펀드를 통해 14회차에 걸쳐 

모집되었다. ᄉ펀드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형태로 진행되며 사업비 전액이 

확보된 본 사업의 준공위험이 낮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또한 약 1.5km 이

내에 성환역, 성환 공용버스 터미널, 남서울대학교가 위치하므로 분양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준공접수 직전 단계에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상환 일정이 지연되었다. 이에 ᄉ

펀드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

아 2018년 7월 공매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공매가 모

61) ᄇ펀드는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상환순위가 다른 3개의 트렌치 상품으로 분할한

다. 최선순위 상품의 수익률은 기초자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지만, 기초자산의 

부실이 발생하여도 일정 수준까지는 원금이 보장된다. 반면 최후순위 상품은 투

자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대신, 기초자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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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찰되었고, 시행사는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

였다. ᄉ펀드가 이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2018년 10월에 부동산 처분금

지 가처분이 기각되었으며, 이후 ᄉ펀드는 매수희망자와의 수의계약을 통

해 31억 5천만 원에 담보물을 매각하였다. ᄉ펀드는 매각대금에서 공매 

관련 비용, 신탁비, 법무 비용,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대출원금 

대비 약 89.14%에 해당하는 19억 6천만 원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였다. 

더불어 차주인 시행사와 연대보증을 제공한 시공사에 대한 채권 추심을 

진행하여 2019년 7월 약 100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회수하였고, 현재까

지도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 사진 위치도

투자
상품 
개요

투자상품 유형 선순위 본 PF

공간
특성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모집금액 22억 원 용도 다세대주택

연수익률 17% 규모

다세대주택 9호
오피스텔 25호

연면적 2,996.69㎡

상환예정일 2018년 5월 시공사 신용등급 무등급
플랫폼 평가등급 A1 시공사 도급순위 -

상환
방식

상환재원 대환대출 및 분양수입금

담보

Ÿ 관리형 토지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대출원금 130%)
Ÿ 시공사의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 확약
Ÿ 시행권, 시공권, 유치권 포기각서

LTV 60% (준공 후 예상가치 기준)

*자료 출처: 표의 내용은 ㅅ펀드 홈페이지에서 상품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현장 사진은 네이버 지도 로드뷰 서비스의 2020년 3월 사진을 인용62)

 위치도는 QGIS의 TMS for Korea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VWorld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표 Ⅴ-8] ㅅ펀드 G 오피스텔 준공자금 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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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유형 후순위 본 PF (3순위)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모집금액 30억 원 플랫폼 신용평가등급 D1

연수익률 14% 상환예정일 2020년 3월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규모 상가 78개 호

준공 후 
예상가치

464억 원
LTV

(준공 후 예상가치 기준)
71.1%

*자료 출처: ㅍ펀드 홈페이지, 펀스캔63), 인니영감의 P2P 투자 이야기64) 에서 관련 자료수집 후 
연구자 작성

[표 Ⅴ-9] ㅍ펀드 X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상품 개요

이상의 사례는 손실의 범위가 일부에 그쳤지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서 벗어나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에서는 최근 투자금 전액이 손실되는 사례

도 발생하였다. 한 예로, ᄑ펀드는 연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

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규모 X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에 3순위 우선수

익권자로 투자하였다. 3순위 채권자이기에 채권처분 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고, LTV 수준도 70% 이상이었으므로 ᄑ펀드는 본 상품에 최고위

험등급인 D1 등급을 할당하였다. 플랫폼 평가등급이 D1 등급이었지만, 

약 30억 원의 투자금이 성공적으로 모집되었다. X 근린생활시설은 사용승

인까지 취득하였으나 분양과 임대를 통한 상환 재원의 확보가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았고, 선순위 대출기관이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면서 공매 절

차가 진행되었다. 이후 10여 차례의 공매가 모두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체

결되었다. 결과적으로 3순위 채권자였던 ᄑ펀드는 투자금 전액을 상환받

지 못하였다.

62) 네이버지도[웹사이트]. (2020.01.20.). URL: https://map.naver.com/

63) FunScan[웹사이트]. (2020.12.1.). URL: https://funscan.co.kr/

64) 인니영감의 P2P 투자 이야기[블로그 게시글]. (2020.12.1.). URL:  https://i

ndonesia-oldm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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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펀드의 사례는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한 공간개

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위험상품에 대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소화력은 부분적으로 

투자자의 비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 대출형 크라우

드펀딩 투자정보 카페 ‘P2P 투자자 모임’에서 카페회원 약 45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24%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응답자 83%의 투

자 전 상품 분석 시간은 1시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65) 즉, 상당수 투

자자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위험에 관한 분석이나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ᄑ펀드의 사례에서 많은 투자자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부동산 소액투자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

되며, 투자자들은 사업의 위험성보다는 대형 지급·결제 플랫폼에 대한 신

뢰에 기초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말한다.66) 이와 같은 결과는 편리하

고 간편한 투자를 지원하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의 구축이 금융자본의 연

결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형 지급·결제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금손실이나 장기연체가 발생

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의 투자자들은 오픈 카톡방 등을 통해 집

단적 대응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함께 해당 상품을 

연결한 지급·결제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본 사례에서 약 1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은 투자자의 결정이 아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자동투자 기능을 통해 모집되었다. 이는 크라우드

펀딩의 디지털 기술이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사업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65) [설문조사] <4부> 2019 P2P 투자자 현황 조사 결과 발표[카페 게시글]. 

(2020.12.1.). URL: https://cafe.naver.com/pijamo/180096

66) 신민경. (2020.05.04.). 부실 잇따르는 P2P 금융상품...퍼나른 핀테크 플랫폼 

책임론 부상. Digital Today. (2021.01.20.) URL: http://www.digitaltoday.co.

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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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투자자 중심의 위험 분산

본 장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지 않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공

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이 수용할 수 있었던 동인을 밝히기 위해 크라우드펀

딩을 통한 위험 분산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위험 

분산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PF 구조와는 달리 공간개

발 크라우드펀딩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분담하지 않는다.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는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의 이중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구조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

융업자는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 따라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전반은 투자자에게 이전되며,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주체와 수

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상품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유통된다. 현행 금융규제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구조에 도입하기보다는, 위험평가·투자 

결정·자금 제공의 주체로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강조한다.

둘째,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자자 간 위험 분산 구조는 소액

투자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소

액투자와 디지털 기술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

고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금융자본의 유입이 지

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다수의 투자자 간 

위험 분산과 소액 분산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는 개별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상대적 크기를 줄여 고위험상품에 대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

장의 소화력이 증진되는 결과를 초래한. 또한 리파이낸싱 관행과 같이 공

간개발사업의 위험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순환하고, 이로써 손실의 발생이 

지연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의 위험 분산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크라우드펀딩은 공간개발사업의 

각종 자금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수용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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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위험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투자자

와 함께 위험을 공유하는 주체가 부재하므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이 실현

될 때 손실 역시도 전부 투자자가 부담한다. 일부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 분산투자에 기초하여 부동산 트렌

치 상품을 설계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자동투자 기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

은 투자자의 자산을 위험성이 높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과 연결하

기도 한다.

요컨대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 중심의 위험 분산 구조에 기초

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하지 않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수용한다. 다

수의 투자자가 함께 위험을 공유하고, 소액으로도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가

능하기에 개별 투자자가 부담하는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반한 크라우드펀딩은 더욱 

많은 행위자를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포섭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뿐, 그 자체로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제거를 보장하지

는 않는다. 게다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투자자의 

비율이 높으므로, 적절한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위험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

을 가능성도 있다(Catalini et al., 2016). 또한 자동투자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투자 결정 과정이 생략된 채로 투자자의 자산이 고위험상품

에 연결되기도 한다. 즉,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위험의 분산을 위해 더

욱 많은 공간과 투자자를 금융 네트워크에 편입하였지만, 이는 공간과 투

자자가 더 높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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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금융지리학은 다양한 금융기술이 물리적 공간을 유동적인 금융상품으로 

탈바꿈하고, 수익 극대화와 위험 분산을 위해 금융자본의 공간투자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을 탐구해왔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반한 크라우드펀딩이 공간투자와 위험 분산의 지리

를 확장하는 메커니즘을 국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국내 공간개발금융이 확

장되는 양상을 포착하고, 그 동인을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의 고유한 위험 

분산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에 따라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위험성이 높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

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공간개발사업에 선순위 투자상품을 통해 투자

한다. 특히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시공사 관련 위험이 큰 공간개발사업

에 투자하는 비율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매우 높다. 그리고 후순위 본 PF

대출이나 ABL 등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은 공간개발사업에 공급

하는 유동성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규정 한도 이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후순위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공간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공간개발사업의 사업위험을 흡수하여 투자 대상을 확장하고, 상환위험을 

인수하여 유동성 공급의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고유한 거래구조, 소액투자의 가능성, 

디지털 기술에 기초하여 투자자 중심의 위험 분산 구조를 형성한다. 국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성격을 모두 갖는 특수

한 금융구조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금융구조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의 역할은 정보·자금의 중개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로 한정되며, 크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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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시장의 투자자가 자금제공 및 투자 결정에 따른 실질적 책임과 위험

을 부담한다. 즉,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구조에서 관계 금융기관은 공간

개발사업의 위험으로부터 절연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위험 전반이 이전

된다. 또한 기존 PF 구조에서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낮추던 요소들이 부재

하기에, 고위험상품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소액투자의 가능성과 디지털 기술은 개

별 투자자가 감수하는 상대적 위험의 크기를 줄이고, 공간개발 크라우드펀

딩 상품의 위험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산 및 순환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로 인해 고위험상품에 대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소

화력이 향상되며,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기존 금융체계에서 배제되었던 공

간개발사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크라우드펀딩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이

전·분산하는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종래의 금융체계가 인수하지 않았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흡수하여 국내 공간개발금융의 범위를 확

장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반한 크라우드펀딩이 공간

의 금융상품화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

자를 금융 네트워크에 포섭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수의 투자자를 통한 위험의 분산이 곧 공간개발사업의 위험 제거를 의

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크라우드펀딩이 공간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자

본의 도달 범위를 위험성이 높은 수준까지 확장한다면, 더욱 많은 공간과 

투자자가 더 높은 공간개발사업의 위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근래 들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겪고 있는 위기는 이를 잘 반영한다. 최근 

COVID-19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손실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간개발 크라

우드펀딩이 비교적 높은 위험을 흡수한 만큼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험이 실현되는 영역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례 분석의 결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손실의 부담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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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현행 금융규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

칙을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장치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Bieri (2015)의 주장처럼 규제의 공백 속에서 형성된 매수

자 위험부담 원칙과 같은 가정들과 이를 반영한 제도들은 공간의 금융상

품화를 심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내 공간개

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을 건전화하기 위

해서는 투자자의 위험을 분담하는 주체 혹은 수단을 공간개발 크라우드펀

딩 구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간개발금융

의 확장을 경계하고, 고위험의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관리·감독

하는 제도 및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될 때 공간개

발 크라우드펀딩은 금융 포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와 차입자의 금융 소요

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금융기술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공간의 금융상품화와 공간투자 지리

의 변화를 국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을 사례로 포착하였다는 의의를 지

닌다. 또한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국내 공간개발금융이 확장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동한 메커니즘을 위험의 

분산과 금융 네트워크의 확장으로부터 찾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연구의 대상이 대형 크라우드펀

딩 업체에 한정되어,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위기 양상을 보여주는 

중·소업체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이 투자하

는 공간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부적인 위험 특

성을 중심으로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과 타 금융기관을 비교할 수 없었다

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투자자의 측면을 세밀하게 분석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간개발 크라우드펀딩 생태계를 더

욱 풍부하게 기술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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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how digital technology-based crowdfunding 

expands geographies of real estate financing and financial risk by 

analyzing the case of South Korean real estate development 

crowdfunding. It demonstrates that crowdfunding distributes 

financial risk to a larger crowd. In doing so, crowdfunding channels 

financial capital 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which are not 

financed by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their high-risk. 

Crowdfunding expands geographies of real estate financing in two 

ways. First, crowdfunding channels financial capital 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at are deemed too risky for other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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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s to invest in. Second, crowdfunding also increases 

liquidity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e expansion of 

real estate financing was possible because crowdfunding platforms 

transfer the risk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o a larger 

crowd who participates in crowdfunding. The risk is distributed 

and circulated among the crowd through digital technology. This 

study shows how crowdfunding shapes a unique risk distribution 

mechanism, which expands geographies of real estate financing 

and financial risk.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at digital 

technology brings a broader range of actors into the financial 

network for risk distribution and transforms more spaces into 

financial assets.

Keywords : Financial Geography, Financialization of Space,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e,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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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위험
요인

위험요인 설명 검토사항 위험 관리 조치

사업
시행자 
위험

§ 사업부지와 사업 관련 제반 권리의 소유자인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혹은 신용사 건

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채무불

이행이 발생할 가능성. 사업중단으로 이어질 

때 원리금 상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시행사가 정상적인 흐름을 벗어나 자금을 유

용할 위험도 포함

사업주체의 전문성 

및 사업의지

시행사의 신용도 및 

재무적 지원가능성

추가담보능력

법인세법 상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

토지신탁 활용

연대보증 및

채무인수

시행권포기각서

에스크로계좌의 이용

및 계좌 근질권설정

토지
매입
위험

§ 사업부지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으로 기존 세입자의 토지 명도 문제, 소유권의 

불완전 취득, 취득 시점의 지연, 소요비용과다 

등이 원인이 됨

토지확보 가능성 

및 확보계획

(소유권/계약체결/ 

동의 현황, 민원제기 

가능성, 수용 및 법

정판결 가능성)
기표 전 선행조건

후순위 대출 규모 

및 자기자본비율 

조건 제시 

인·허가
위험

§ 사업참여자 간 이해관계에 관한 합의, 인·허

가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의 통과, 시공사의 

선정 등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

으로, 인·허가 단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 

요소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함

인·허가 진행단계 

및 완료가능성

(이해관계자 민원, 

건축심의, 분양승인,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등)

완공
위험

§ 현금흐름 변화, 사고·민원발생, 문화재·장애

물발견, 자재가격 상승, 시공사 도산 등에 

의해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될 가능성으로 다

음의 세 가지 세부 위험으로 분류

1. 기술적 위험: 일반화된건축기술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위험이 낮음

2. 사업외부 위험: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및 장애물 

발굴 가능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공사 

중단의 가능성,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의 사업 

외적인 위험

시공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역량

시공능력평가순위

시공위험

(기술적 위험, 시공 

관련 환경 변수, 계

약방식, 공사비 변동 

및 초과 가능성)

책임준공

책임준공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기성금정산 제도

각종 보험 가입

감리기관 지정

[표 부록-1] 공간개발 PF의 주요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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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사 신용위험: 완공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공사의 신용사건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 담보물건

과 상환재원을 모두 확보할 수 없어 차입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

시장
위험

§ 사업대상 공간의 분양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미분양, 분양대금 납부 지연 등의 

가능성으로, 크게 분양위험과 사업수지위험

으로 분류됨

1. 사업수지위험: 공간개발사업의 가격에 대한 

수요 민감도를 반영하는 위험으로, 가격을 

낮추었을 때에도 신규 수요의 발생이 지속될 

것인지에 관련됨

2. 분양위험: 분양 혹은 임대가 되지 않아 최초 

계획한 자금흐름에 지장을 미치게 될 위험으

로, 분양 혹은 임대수입은 상환재원이 되는 

가장 원천적인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공간개

발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위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분양위험은 입지, 시설 특성, 건설

사의 신용도, 분양가격 등의 내생적 변수와 

부동산경기, 수급동향, 금융 및 정책 변화 등의 

외생적 변수에 의해 발생.

수급동향 전망

입지경쟁력

(위치, 교통·교육환

경, 발전가능성, 생활

편의시설)

시설경쟁력

(시설규모, 브랜드

인지도, 기능/상태/

유지보수)

가격경쟁력

금융 및 정책 환경

분양수익추정

(예상분양율, 분양의 

확실성, 수분양자의 

신용 및 위험성, 

분양계약의 타당성)

중도금대출 및

중도금 무이자정책

사업상(분양성)검토

채권 유동화

자금보충 약정

분양할인트리거적용

(할인매각)

청약수준 확보

재무
위험

§ 현금흐름 악화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미분양, 사업참가자의 재무 상태악

화 및 도산, 우발비용의 발생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

대출원리금 

상환능력

(부채상환비율)

스트레스분석

재무구조 및 

재무보충 약정

현금흐름 분석·통제

보증 및 보험

후순위 대출 규모,

자기자본비율, 유보

율 등의 조건 제시 

Exit 분양률및 

LTV비율 설정

*자료 출처: 아래의 문헌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2020), 고성수·류근묵 (2009), 김기형 외 (2010), 노상범·고동원(2020) 
한국기업평가 (2019), 홍재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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