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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간사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이 강화되면서 공간개발에 대한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 

의 생산과 변화는 자본시장의 역통적 움직임과 연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논리와 이에 기초 

한 공간개발 투자상품 및 투자전략을 살펴보고， 도시개발 및 재개발 금융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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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 Contrary to geographers' focus ,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among academics and 

practitioners that finance capital exert important influences on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 Increasingly 

production of space and urban spatial structure is configured by risk-retum relationship and cash flow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duction logic of space, it is very important to 

appreciate financial instruments based on securitization which finance the urban development through 

capital markets. As space-capital markets are now more c10sely linked than at any othεr historical pεriod 

hitherto, space markets become more susceptible thε movεments of capital markets and tendεncies toward 

crisis. For almost twenty years, academics have attempted to analyticaIly integrate these two markets. This 

paper study the integration debatε of space-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strumεnts led by integration. 

Subsequently explore urban development financing methods focused on projεct financing , securitization of 

real estate, PFI, 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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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본시장의 통합과 도시개발금융의 다양화 방법 

1. 서론 

최근 들어 정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4년 10월 5일)， r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볍J(2005년 1월 27일)을 각각 개정 공포하 

면서 사모투자펀드(PEF) 형의 부동산펀드， 인프라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유휴화폐자본의 공간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뿐만 아니 

라 일반 생활편익시설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꾀하 

고 있다.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금융자본의 영향 

력 확대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간접투자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공간개발에 금융자본이 다양하게 참 

여할수있는길이 열려 있다. 

공간개발에서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공간시장과 일반 자본시장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주식， 채권은 서로 분 

리 · 독립된 시장으로 존재하였으나 1980년 이래 

통합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시의 탈산업 

화 경향에 따라 도시 내의 입지조건이 양호한 부지 

임에도 오염된 형태로 오랫동안 방치된 부지(공장 

이전적지)들을 이러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재개 

발하고， ‘도시속의 소도시’ 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 

하는 사례가 많다(Mueller， 2005) ,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금융 

자본의 공간개발 참여확대는 양 시장이 상호간에 

쌍방 전염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 

의 생산과 변화가 자본시장의 금리변화， 수익률 변 

화， 투자포트폴리오 전략의 변화， 투자은행의 초국 

적 투자전략 구사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다는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논리 

를 살펴보고， 이 에 기초하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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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및 공간매개 투자상품을 고찰한다. 그리 

고 도시개발 및 재개발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투 

자상품 및 금융기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 

1)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논의 

도시개발금융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개발자 

금 조달에서 전통적인 정부재정지출， 기업금융 또 

는 간접금융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 

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금융자본의 영향력이 더 

욱 커지는 현대에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 

회문화적 해석과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으로는 투자수익의 관점이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공간은 토지 및 

건물이용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성격， 공간이용 

의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성격을 복합 

적으로 부여받는다. 이러한 성격을 이용공간 및 임 

대차공간에 대한 시장으로서 공간시장， 자산소유 

권(수익청구권)에 대한 시장으로서 자본시장(또는 

자산시장)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시장 

(space market)과 자본시장(또는 자산시장)은 통 

상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Geltner ， D, & 

Miller, N, G" 2000) , 

먼저 공간시장은 물리적 공간공급과 공간이용수 

요(usage demand)가 상호작용 하는 시장으로서 

시장임대료와 공간시장의 점유수준을 결정한다. 

공간시장의 수요토대는 국가 및 지역경제 역량 

이고， 공간의 비용함수(임대료)에 따라 다양한 유 

형의 공간 수요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공급량은 과 



거와 현재의 개발산업이 활동한 결과물이다. 

다음으로 자산시장은 재산권시장이라고도 부르 

며， 공간사장에서 창출하는 미래 현금흐름(예컨대， 

건물이 창출할 수 있는 임대료)에 대한 지급청구 

권(claims)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청구권은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자본자산형태와 비교할 수 있고， 

수익향유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가들이 참여할 뿐 

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넓은 자본시 

장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학계에서는 분석적으로 두 시 

장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Weimer(1966)가 이용 의 

사결정 개념과 투자 의사결정 개념을 구분한 이래 

Hendershott & Ling(1987)이 두 시 장의 통합분석 

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통합시도는 도시공간의 생 

산과 변동과정을 일반 자본시장 및 투자시장의 움 

직임과 연계하여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은 전통적인 할인현금흐름방정식을 사용하여 조 

세규정의 변동에 따른 투자가치를 평가하였다. 이 

후 Corcoran (1 987)은 자본에 대한 사용자비용 개 

념을 임대시장과 자산시장 연계의 핵심적인 요인 

으로 삼았고， 여기서 사용자비용은 임대시장의 장 

기공급독션을 규정하며， 개별 공간에 대한 자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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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역으로 관계를 맺는다(Viezer， 1999). 

본격적인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분석은 비 

슷한 시기에 출판한 세편의 정교한 정태적 도해모 

형 에서 이루어 진다(Fisher ， 1992; DiPasquale & 

Wheaton , 1992; Fisher , Hudson-W i1son & 

Wurtzebach, 1993). 이들은 공간시장에서 결정 되 

는 임대료 수준이 자산(수익청구권)에 대한 수요 

를 결정하는 중심요소이며 , 딴f을 취득할 때 투자 

가들은 해당 자산이 창출하는 예상소득흐름의 할 

인현재가치를 구입하는 것이고， 자본환원율 

(capitalization rate)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 

았다. 그러나 자본환원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는 것과 정태균형모형인 관계로 공간생산의 시간 

지체 과정을 모형 에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 

는다. 

자본환원율의 외생적 결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Archer & Ling(1997)은 두 시장 모형대선 공간시장， 

자산시장 일반 자본시장01라는 세 시장 모형을 제 

시하였다. 여기서 자산시장은 자산특유의 할인율， 

자산가치 , 자본환원율 및 건축 타당성을 결정하는 

시장이며， 투자가의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자산들 

과 경쟁하는 시장이 자본시장이다 (<표 1) 참조). 

〈표 1)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모형 

j짧§업짧싫i 2사장 E표짧 3A\줬짧혔 

분석에서 고려한시장 공간시장과자본시장 공간시장， 자본시장， 자산시장 

자산가치 결정방법 가지 = 순임대료/자본환원율 가지 = 미래순임대료의 할인현재가지 

자본환원율결정방법 
외생적으로주어지는 자산가치는 현재 및 미래임대료 일반 자본시장에서 결정된 할인율 

자본환원율 에 따라 달라짐 자본환원율은 가지와 당기 순임대료 사이 관계 

자본환원율과공간시장 관계없음: 공간시장조건과 위험이 미래 공간시장 균형의 불확실성이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 

사이관계 자본환원율에 영호뇨을 미지지 못함 이 가치， 따라서 자본환원율에 영향을 미지는할인율에 영호L을줌. 

자본환원율과대제비용 관계없음· 대제비용의 변동이 자 대제비용의 변동이 요구임대료에 영호L을 미지고， 이젓이 자산가 

사이관계 본환원웰l 영향을 미지지 못함 지， 따랴서 자본환원율에 영향을 미침. 

줄처 : Archer, W. R. & Ling, D. C.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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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zer(1999)는 기존 모형 이 시장의 일반적 수준 

및 변동을 예측할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시장을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지리적 

시장비교가 가능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하 

였다. 이 모형은 6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유수준， 실질임대료， 자본환원율， 시장가치， 

순재고변동， 실질건축비를 예측하는 모형을 설계 

하고 미국 51개 대도시 지역 오피스시장에서 장단 

기 공간 및 자본시장 조정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이러한 자본시장 및 공간시장 통합분석틀 

을 사용하여 공간시장의 가격변동 및 이용상황변 

화，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가의 참여， 

개발금융기법의 다양화 등 도시공간의 생산과 변 

화를 공간시장 자체의 독자적 요소가 아닌 일국 및 

초국적 자본시장의 동태적 움직임 속에서 해석하 

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Louargand & 
Gately, 2004). 

XI산시장 
가치결정 

자산가격: 
임대료/자본환원율 

가격 

X싼"1장 
건설 

임대료 

건설 

2)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계과정 

지금까지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여기서는 통합모형의 

기본적인 작동과정에 대해서 〈그림 1>을 중심으 

로 간단히 살펴본다(DiPasquale & Wheaton , 

1996). 그림에서 오른쪽은 공간이용시장， 왼쪽은 

소유권(수익청구권)을 위한 자산시장(또는 자본시 

장)을나타낸다. 

먼저 1분면은 임대료(공간단위당 가격)와 공간 

재고량(공간단위) 사이 관계를 나타내며， 곡선은 

공간수요가 주어진 국민경제 수준에서 임대료에 

따라달라지는것을표시한다. 가계나기업이 임대 

료 수준과 상관없이 통일한 공간규모을 수요한다 

면(비탄력적 수요) 곡선은 수직이 되고， 공간이용 

이 임대료에 아주 민감하다면(탄력적 수요) 곡선 

은 거의 수평이 된다. 경제가 변동하면 전체 곡선은 

이동하는데 가계 또는 기업수의 증가(경제성장)에 

공간"1장 
임대효결정 

공간수요(임대료， 경저1) 
= 공간재고 

공간재고 

공간시장 
재고향조정 

〈그림 1)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계과정 

출처 : DiPasquale & Wheat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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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독선의 상향이동은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경제쇠퇴 

는 반대상황을 초래한다. 균형상태에서 「공간에 

대한 수요 D= 공간재고 SJ 이고， 임대료 R은 수요 

와 공간재고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다음으로 2분면은 임대료와 공간단위당 가격사 

이 관계를나타내며，곡선은공간자산의 자본환원 

율(capitalization rate)을 표시한다. 이는 투자가들 

이 자산을 보유하기위해 요구하는 현재수익률 

(yield) 이며， 자본환원율은 일반적으로 장기이자 

율， 예상임대료 성장율， 임대소득흐름과 관련한 위 

험，조세정책의 함수이다. 높은자본환원율은곡션 

을 시계방향으로 이동시키고， 낮은 것은 반대로 이 

동시킨다. 여기서 자본환원율은 이자율 및 다른 전 

체 자산에 대한 자본시장 수익률(retum)에 근거하 

는 외생변수로 간주된다 2분면은 공간시장에서 

결정된 임대료 수준을 가지고 자산의 가격을 결정 

하는부문에해당한다. 

3분면은 신규자산의 창출을 결정하는 자산시장 

부문으로서 곡선 f(C)는 공간생산의 대체비용을 

나타낸다. 이그림에서 신축을통한대체비용은건 

축활동(C)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곡선이 남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개발활 

동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가치수준(공간단위당)에 

서 가격축과 교차한다. 모든 동일한 비용에서 신규 

건축이 일어나면 수직축에 가까워질 것이며， 건축 

장애，토지 희소성， 기타개발장애는비탄력적 공 

급을이끌게 되고곡선은수평에가까워진다. 대체 

비용과 자산가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신축수준 

이 결정되며，낮은건축수준은초과이윤을낳는다. 

4분면은 연간 신축흐름(C)이 장기적인 공간재고 

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표시한다. 일정기간동안의 

재고량 변동 6S는 신축에서 멸실(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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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ciation(removal) rate) ò로 측정한 재고손실 

분을 공제한 것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작동과정을 보면， 재고수준에서 일단 

시작하여 공간시장이 임대료를 결정하고 자산시 

장에서 가격으로 전환한다. 이 자산가격은 다시 새 

로운 건축규모를 결정하며， 다시 공간시장에서 새 

로운 재고수준을 결정하고， 출발과 종말이 같을 때 

공간 및 자산시장이 균형상태를 이룬다. 최종재고 

가 출발재고와 다를 때 그림상의 4개 변수(임대료， 

가격， 건설， 재고)의 가치가 균형상태에 이르지 못 

하고， 출발가치가 최종가치를 초과하면 임대료， 가 

격， 건설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승하고， 출발재 

고가 최종재고보다 적으면 임대료， 가격， 건축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하락한다. 

3. 공간-자본시장의 통합과 투자수 
단의다양화 

1) 투자전략의 다양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은 교환가치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공간이 창출한 수익 

에 대한 청구권을 거 래하는 힘의 지배를 받는다. 

이를 의제자본화(fictitious capital)라고 한다. 지 

리학에서 이러한 경향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목하 

는 사람은 Harvey로 그는 토지를 순수한 금융자산 

으로 취급하는 형태가 될 때 진정한 자본주의적 토 

지소유형태를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 

에서 토지소유는 전통적 인식과는 달리 토지이용 

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생산의 공간적 배 열을 강 

제하고， 그럼으로써 공간구조 형성(입지와 축적의 

공간적 배열)에서 촉매적 힘을 가진 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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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다고 주장한다(Haπey， 1982). 

수익청구권으로서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을 

놓고 자본시장에서 완전대체성을 상정하는 것은 

토지 또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을 완전히 대변 

하지 못하며， 사용자시장과 투자시장 사이에 차이 

가 존재하기 때문에 준금융자산의 관점에서 파악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쟁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Krätke , 1992; Coakley, 1994). 그러나 공간시장 

과 자본시장의 밀접한 통합을 전제로 한 금융투자 

상품기법의 정교화를 배경으로 투자전략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공간사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은 근 

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는 금융자본의 분리독립 

이 강화되면서 다시 투자시장 및 자본시장의 힘이 

다양한 투자상품을 매개로 도시개발 및 공간개발 

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자본의 공간시장 투자전략은 크게 두 방향 

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투자대상을 초국적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수익모형 극대화 전 

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이다. 먼저 투자대상의 

초국적화 전략은 투자수익창출의 궁극적 원천인 

투자대상 공간， 구체적으로는 투자대상 부동산을 

초국적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관투자가 

들이 자국이 아닌 해외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주요 계기는 

다음과 같다(Liang & Gordon , 2003; Studley , 

2003). 

첫째， 본국의 시장규모가 작은 경우(싱가포르， 네 

덜란드， 캐나다， 영국) 초국적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입지， 금융자본의 세계화 및 증권화 추세에 따 

라 해외 부동산시장에서 투자기회를 찾게 되었다. 

둘째， 자국시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외시장에서 

보다 나은 투자기회(수익성)를 찾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시장의 경우， 본국 시장 

-244-

과는 다른 부동산 성장주기 및 부동산경기동향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할수있다. 

셋째， 세계화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자 

산분산화 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연계강화에 따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의 상관관계가 증가하고 있어 목표한 분산화효과 

를 거두기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 

국지적 성격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들 사이 상관관계가 낮고， 그에 따른 분산화 효과 

가크다. 

넷째， 지구적 부동산 투자장벽의 감소가 투자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투자 

하부구조 정비 및 투자의 제도적 장벽들의 감소에 

따라 새로운 기회시장이 출현(예컨대， 한국)하였 

으며， 국가간 자본흐름이 용이해졌다(유럽지역; 

euro zones의 출현). 

다섯째， 초국적 부동산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 

한요소가정보이며，정보통신기술및 인터넷의 발 

달로 투자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정보 

의 컨텐츠가 풍부해졌고， 실시간 맞춤형 투자정보 

생산 및 정보흐름이 강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경제와 자본시장이 진정으로 초국 

적화 되면서 투자기회의 초국적인 변동을 활용하 

는 다양한 투자수익모형의 극대화 전략이 이루어 

지고 있다. 크게 재정거래모형， 벤처캐피탈모형， 

기업재구조화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Conner & 

Liang, 2000). 

첫째， 재정거래모형은 공개자본시장과 사적자본 

시장 사이 상호작용 및 두 시장사이 가격 비효율성 

이 창출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공개시장과 

사적시장은종종성장，현금흐름，경영，관리 및 기 

타의 이유로 해서 자산가격을 상이하게 매기며， 이 



때문에 재정거래를 통해서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숨은 가치(hidden value)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둘째， 벤처캐피탈모형은 틈새시장을 활용하거나 

시장기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자본부족 및 전략 

변경에 따른 비실현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 

을 목표로 한다. 투자은행을 통해서 활동하는 투자 

가들은 시장기회 또는 틈새기회의 이점을 취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전문성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최고의 가치창출이 이루어면 그 이득을 추구한다. 

셋째， 기업재구조화모형은 투자자본에 대한 수 

익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과 같은 비 

핵심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기업 및 정부환경의 

이점을 취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부동산의 주요 소유자였으며， 기업재구조화 모형 

은 담보와 품질 좋은 공간에 대한 이들의 지속적 인 

소요와 이들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틈새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2) 투자상품의 다양화 

1990년대 초반 부동산위기 이 래 투자가들의 대 

응전략 고도화， 금융공학기법의 발전과 부동산부 

문으로 이러한 금융공학기법 도입， 지구적 차원으 

로 확대된 복수자산 포트폴리오구성에서 공간 및 

부동산은 일반 금융시스템 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 

증시켜야할필요가발생하였다. 이러한전환과정 

에서 투짜체들은 불량부채의 재금융화， 시장규 

모의 증대， 유동성의 제고， 새로운 국제투자의 유 

인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공간투자상품， 투자정보 

및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투자는 담보 및 직접투자로 

출발하여 공개주식투자(public sεcurities) ， 기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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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 (opportunistic) 투자， 가치증식형 투자 분야로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위험관리 방법의 향상으로 

기관투자가들이 부동산회사의 사모투자(pri\따e 

equí미)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오늘날 투자형 

태는 아주 다양하지만， 통상 공개지분(public 

equity) , 비 공개 지 분(private equity) , 공모사채 

(public debt) 및 사모사채 (private debt)라는 형 태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Conner & Liang , 

2003). 

비공개지분투자는 통상 직접부동산투자에 해당 

하는 것이며，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와 상장 

부동산회사(RECOs)에 대한 투자는 공개지분투자 

에 해당한다. REITs와 REOCs의 가장 큰 차이는 후 

자가 조세면세 혜택이 없는 반면에， 소득의 

95%(또는 90%)를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모사채는 통상 기관투자가들이 부동산에 투자 

하는 지배적인 형태였으며， 전형적으로 보험회사， 

상업은행 등이 조달하는 도매금융의 형태를 취하 

고， 공모사채는 상업용부동산대출채권담보부증 

권(CMBS) ， 다계층채권(CMO) 형태를 취하는 것 

으로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투자수 

단이다. 

기관투자가들은 통상 직접투자의 분산화이점， 

대안적 투자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유동 

성， 시장변동으로부터 초래하는 기회포착 

( opportunism) 사이 균형을 추구한다. 이러한 투 

자가들의 투자행태 기준에 맞추어 위험공유， 유동 

성， 기회포착이라는 관점에서 투자상품을 구분하 

면 , 합동운 영 형 펀드(pooled(commingled) real 

estate fund) , 개별관리 별도계정투자(separate 

account) , 지분형 부동산투자신탁회사(equity 

REIT) , 메자닌 및 후순위 CMBS, (Mezzan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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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Rated CMBS) , 집중펀드(focused fund) , 기 
회주의 펀드(opportunistic fun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iddiough ， 2002). 

4. 도시개발금융방법의 다양화 

공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에 따라 투자전략과 

투자상품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일반투자가 및 

기관투자가들이 공간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공간 및 도시개발과정에 

서 다양한 금융기법 및 투자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는것을의미한다. 여기서는다양한개발금융방법 

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증권화방법， PFI 및 

πF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장기 

에 걸쳐 거액의 사업자금이 소요되는특정 프로젝 

트에 대하여 차주의 재산상태(신용)나 물적 담보 

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이나 미 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일반 

기업금융과는 달리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장 

래의 현금흐름(cash flow)에 의해 대출금이 상환되 

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및 

사례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많은 편이다((그 

림 2) 참조)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처음 도입된 것은 1299년 

영국왕설의 은광개발이며， 1970년대 석유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거래상의 직접금융방식의 일종으 

로 정착하였다. 도시개발 차원에서는 뉴욕시의 배 

터 리파크 개발과 런던 도클랜드 개발 같은 민관협 

력사업， 민간주도금용사업(PFI)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개발사업을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할 경우 

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외금 

융효과(off balance effect) 위험 부담을 이해관계 

자와 공유하는 위험분산효과， 사업자의 신용이 낮 

아도사업의 수익성이 높으면자금을조달할수 있 

는 비소구금융(non or limited-recourse fmancing) 

이라는 장점이 있다(박원석 · 최진우， 1997; 조주 

현， 2002). 

줄자자 

(사업자，금융기관) 

자
 

t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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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
 
a 배

 
” 

대즐 

---+ 
......-
원리금상환 

| 개발사엉 l 

으l E.t ".., 

〈그림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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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의 비교 

사업주 |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 

자주의 자산 및 신용， 금융기간의 지급보증 등 l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 및 현금흐름 
깎의 전체 재원 |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7]-능 1 배제 또는제한 

대규모자금조달용이성 | 채무지급증력에따라제한 소구권 제한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부외금융으로 재무수용능력 제고 부채비용 등 기존자입에 따른 제약 재무수용능력 

사업성검토 

사후관라 

정밀검토 없이 자주의 담보 또는 신용위주의 섬사 l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 
채무불이행시 소구권 행사 | 사후관리 엄격 

자금관리 

리스크부담 

사업분야 

출처 : 한국은행， 2003. 

차주가관리 

대주금융기간이 전적으로 책임 

일반사엽부문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2001년까지 사 

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 이하 SOC) 

관련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2년 이후 

부동산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부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금융은 주로 민간투자법 에 따른 SOC시 

설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SOC 시설 

자금공여단이 결제위탁계정(escrow account) 

을통해관라 

이해당사자간 리스크 분산 

공공사업， 기엽인수， 부동산개발등 

의 건설 · 운영에 민간의 장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1994년 8월「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으 

며，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볍」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간의 민간투자사 

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 11월 현재 실시협약 

체결 국가관리사업 377R 사업， 총투자비 29.1조원 

으로서 전체 sα 투자의 13% 수준에 달하고 있다. 

〈표 3)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2004. 11 현재) 

τ Ç>그1- • • 。→一1 137M 4.2 선공항고속도로(1. 5) ， 천안-논산 고속도로(1.6) 

시공중 107M 142 대구 부산 고속도(2.5) ， 인천공항철도(4.1) 

시공준비중 147M 10.7 부산-김해 경전철(1. 0), 서울-춘천 고속도로(1. 8) 

합계 377M 29.1조원 

환鍵 l'鍵F“뿔 5혔했 徵

• 전체soc투자(조원) 25.6 122 15.2 17.6 20.4 19.8 140.9 

·재정투자 25.3 117 14.2 160 183 17.3 131. 5 

·민간투자 03 05 10 16 21 2.5 9.4 

·민간투자비중(%) 12 4.4 6.5 94 10 .4 12.6 67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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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문별 「프로젝트 파이낸싱」실적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03 

이를 통해 수익률보전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 

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 

를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표 3) 참조) . 

한편 정부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 

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 

고， 기관 및 개인투자자가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 

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민간투자 대상시설 범위를 생활기반시설까지 확 

대하여(35→457R)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주거시 

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셜， 

보건의료시설 , 문화시설 , 자연휴양림 , 수목원을 추 

가하였다. 사업방식에서도 BTL(건설 · 이전 · 임 

대)방식을 명문화하고， 일반투자7-1-들이 민자사업 

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공모방식 인프라펀드」 의 

설 립 · 운영측면에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부문은 2002년 이후 저금리 추세 및 

부동산경기 호조를 배경으로 활성화되어 은행권 

의 취급실적이 2002년 중에는 2.8조원(전체 프로 

젝트 파이낸싱의 47.0%) , 2003년 상반기 중에는 

1.8조원(전체 PF의 53.1%)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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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4) 참조). 

금융방식에서도 전통적인 신디케이티드 대출 외 

에 ABL(Asset -Backed Loan) , ABS (Asset -Backed 

Securities) 등 새로운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기업의 장래 예상매출 또 

는 부동산 임대회사의 예상 임대소득 등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 

(Syndicated Banks)이 약정비율대로 해당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ABL 방식은 기 

업이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한 「프로젝 

트 회사(일종의 SPC)J를 차주로 하여 장래매출채 

권 및 현금흐름 둥을 근거로 자금을 대여(Loan)하 

는 방식 이며 , ABS 방식은 프로젝트 구조는 ABL 방 

식과 동일하지만 프로젝트 회사가 발행하는 ABS 

채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다(한국은행 , 2003). 

2) 부동산증권화방법 

OECD에 따르면 증권화(securitization)는 지난 

20년간 국제금융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이며， 향 



후그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보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사실상 모든 것의 증권화’ 라는 슬로 

건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며， 전세계적으로도 금융 

의 증권화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주택저당 

대출， 주택담보 단기대출， 상가부동산대출， 상가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증권화 할 수 있는 현금흐 

름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표 5) 

참조) . 

일반적으로 증권화란 기업의 상품 수출이나 서 

비스의 제공 등으로 발생한 채권 등 자산을 증권발 

행전문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SPV)에 양도 

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투자가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을 말한 

地理學論흙 저145호 (2005. 2) 

다. 이와같은금융기법을증권화라고하는이유는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산이 은행에 대한담보부차 

입 등의 형태가아니고증권의 형태로직접투자가 

에게 매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증권화를 선도하고 있고， 가장 발달 

된 나라는 미국이며 다양한 증권화방법을 도입하 

고 있다. 미국은 1981년에 연방저당금고(FNMA)가 

MBS를 발행하였고， 1983년에는 연방주택금융저 

당공사(FHLMC)가 CMO를 발행하였다. 이후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변종이 출 

현하였으며， 대상자산이 상업용부동산(CMBS)으 

로도 확대되었고， MBS 시장의 규모도 더욱 커졌 

다(김용창 · 이상헌， 1998; 김용창， 2001 ， (표 6) , 

〈표 7) 참조) . 그리고 이러한 채권형 증권 외에 간 

〈표 5) 증권화된 현금흐름의 사례 

기존대출채권의증권화 

미래 현금흐름의증권화 

기타 

3훌짧 
equity REIT 

지분 
Limited 혀c>트，-

자 Partnershi p 

MLP 

Mortgage 
채권 REIT 
혀c>트T 

MBS 자 

CMBS 

響鐵f짧짧 

주택저당대출， 후순위저당대출， 주택담보 단기대출， 자동차할부 대출， 상가부동산대출， 신 
용카드대출， 설비리스료， 오락용 자동자대출， 이동주택대출， 선박대출， 항공리스료， 중소기 
업대출， 제3세계대출， 정크본드， 학자금대출， 부실대출 

철강수출대금， 전기사용료대금， 펼프수출대금， 신용카드대금， 국제전화 정산료， 항공권 판 
매대금， 례코드 로열티， 상가임대료 

지방정부 조서l채권， 병원수입 

〈표 6) 미국의 부동산투자형태 

:‘혔繼 i 驚~t혈훌I 餘醫繼 갖&鍵鐵청훌QP췄앨 ι 홍쩔찰짧 

상엽용부동산 소규모 뇨ii;J r]L 취함 뇨ii:j E2]-

상업용부동산 대규모 L?↓;조 tL1 취함 나?ζ으o 

상업용부동산 소규모 노JI 으口 취함 낮음 

상업 주거용 
소규모 뇨I그I 조 [L] 취하지않음 비교적높음 

-닙「프 。Eλ8-

-;Z「/겨1요 。-님「도 oλ 닌L 소규모 ~二f[]L 취하지않음 뇨TI:二즈 [L] 

상엽용부동산 비교적 소규모 비교적높음 취하지않음 조건에따라차이가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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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발행총액 기준 미국 부동산증권화 현황 
(각 년도 12월 말기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The Bond Market Association, NAREIT, Commercial Mortgage Alert , 

접투자형식을통해 소액투자로서 덩치가큰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는 부동산 공동투 

자상품으로서 부동산투자신닥(REIT)이 있다. 일반 

적으로 REITs는 아파트， 쇼핑센타， 사무실， 창고와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소유하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나 신닥을 말한다. 이 회사 

는 주식이나 채권들을 발행하여 투자가로부터 자 

금을 조달하고 대부분 조달자금을 부동산에 투자 

하며， 투자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가 

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박원석 · 박용규， 

2000; 김용창 · 이성우， 2001)， 

우리나라는 1998년 4월 1일 「신탁업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신탁겸영은행에게 부동산투자신탁 

E휠펜그 
셔2.1 æ ,=, 

------........--
주식/배당 

업무를 허용하면서(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업무) 

부동산증권화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J ， 1999 

년 1월 29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J ， 2001 

년 4월 7일 「부동산투자회사볍」 등을 각각 제정 

도입하였다. 이후 정부는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 

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법」을 2003년 10월 4일， 그리고 서민 ·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 

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2003년 12월 

31일 각각 제정 공포하여 사실상 부동산증권화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표 8) , (표 

9) 참조)， 

1 ~èl 감독 
주식/lJH당 

------.........--
투자자 

〈그림 3) 리츠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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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의 부동산증권화 현황(발행금액 누계기준) 

〈표 9) 우리나라의 다양한 간접투자제도의 경험 

驚構 ζ f월짧鍵척 擊휠뺨 

CRV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을 Paper 
제고하고 부실기업 정상화 Company 

CRF 
중소기업 등의 재무구조 개선 Paper 
및 구조조정 지원 Company 

CR-REITs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하는 Paper 
부동산 매입하여 구조조정 지원 Company 

ABS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 기초자산을 Paper 

통한자금조달 Company 

MBS 
주택저당대출재권의 유동화를 섣체가 
통한자금조달 있는회사 

CRC 부설가엽의 구조조정 
설처l가 
있는회사 

REITs 
부동산을 매입 · 운용하고 그 수익 실제가 
을출자자에게배분 있는회사 

개별볍에 의해 기관별로 이루어지 
CIV 고 있던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신탁형과 

단일볍에 의한 기능적 큐제로 전환 
회사형 

출처: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3을 토대로 작성. 

3) PFI 사업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증권화 방법에 대 

해서는 연구가 많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반면에 PFI와 다음에 살펴볼 TIF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개가 멀 되어 있다. 

먼저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은 영국 

의 민자유치 정책을 일컨는 말이다. 1992년 영국 

의 재무성장관이던 라몽(Norrnan Lamont)이 의회 

흉쫓鍵鍵E혔 鍵￥혔繼훌훌 ι성왔했7t￥황 

부실기업이 발행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재정부 

유가증권등의 매매 금감위 

유가증권등의매매 증권투자회사법 
재경부 

금감위 

구조조정용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7다'iïì!.-1님 

매임운용 금감위 

기초자산을 결집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재경부 

증권발행 금감위 

주택저당대출재권을 주택저당재권유동화 재경부 

결집하고증권발행 회사볍 금감위 

부실채권등의 인수 산업발전법 
산자부 

금감위 

부동산매입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건교부 

금감위 

투자증권，장내파생상 
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간접투자자산운용엽볍 
재경부 

부동산， 실물자산의 운 금감위 
용 

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PFI라고 불리는 

민자유치제도를 선언한 이후 영국의 민자유치제 

도를 나타내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PFI는 위탁 

(Contracting Out)과 민 영화(Privatization)의 중간 

개념으로서 민영화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PFI는 민관파트너쉽(PPP)의 한 형태로서 공공서 

비스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된 것으로서 공공시설 등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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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PFI 사업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risk)과 분담 

출처 : 줌森縣，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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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에 민간의 자금과 노우하우를 활용하는 것 

이며， 효율적으로 품질이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방식이다. 기본이념은 공공부 

문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조달받고， 가장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VFM; Value for 

Money) , 민간부문으로 적절한 위혐의 이전 및 공 

공과 민간사이 위험분담을 계약으로 명확하게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종래의 제3섹타형 방 

식과 구별되는 것이다(이하 有固正樹 외， 2001; 좁 

森縣， 2003; 패len ， 2001). 

PFI 사업형태는 구체적인 시행방식， 사업내용 및 

법제도， 타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공공서비스 제공 

형 (Services to the Public Sector) , 조인트벤쳐 형 

(Joint Ventures) , 독 립 채 산형 (Free-standing 

Pr'이ects)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PFI 사업자는 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 관여한 

다. 이를 위해서 PFI 사업에서는 다른 업종의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컨소시엄 

에 참가하는 기업이 출자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때 

문에 특수목적회사(SPC)인 PFI회사를 설 립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PFI 사업이 기존의 사업방식과 가장 큰 차이중의 

하나가 위험관리 방법이다.PFI에서는 위험을 가 

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위험을 분담한다 

는 원리에 입각해 있다. 위험의 명확화 및 그 분담 

을 적절하게 행하는 것으로부터 사업전체의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최소화를 꾀한다. 개별 위험에 

대해서 공공과민간어느쪽이 위혐의 현재화를보 

다 적은 비용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위험의 현재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추가적 지출을 극소화할 수 있는 대웅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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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검토하고 위험분담을 한다. PFI 사업에 

서 상정할 수 있는 위험과 그 분담방법은 〈표 10) 

과같이정리할수있다. 

영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 4507ß의 PFI 계약 

이 이루어졌으며， 금액으로는 200억 파운드에 이 

르고， 전체의 400!o블· 국토교통성(DTIR)이 집행하 

였으며， PFI 사업방식을 임대주택정책분야에도 활 

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주택 PFI (Housing PFI) J 

는 사회주택정책 투자에서 직접적 정부조달 

(procurement) , 주택재고의 소유권이전， 사회주택 

보조금정책에 대한 대안정책으로 도입하였다. 영 

국 부수상부(ODPM)는 주택 PFI가 2010년까지 모 

든 사람에게 살만한 거처(decent home)를 제공하 

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1999년 공공임대주택관리계정(HRA) 

의 PFI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8개 지방 

정부를 시범사업지역(pathfinder)으로 선정하였 

다 HRA의 주택PFI 체제에서는 지방정부(local 

authority)가 주택재고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 

며 임차인은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 

하게 된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3). 

민간부문가업(통상 은행， 주택조합， 건설업자 등 

으로 구성) 컨소시엄은 지방정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토대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자본을 조달 

하고， 계약에 의해 주택재고에 대한 보수， 유지， 다 

양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업은 중앙 

정부가 HRA에 추가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PFI 자 

금지원(credits)형태로 이루어진다. 주택 PFI 프로 

젝트의 수입은 관리 및 유지충당금(allowance)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원하며， 컨소시엄은 주택재고 

관리 협약성과기준을 토대로 대가를 지불받는다 

주택부문에서 PFI는 사회주택 투자방법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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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고 보고 있으며， 주거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 

케 하고 성과기준의 확립과 감독에서 임차인 참여 

를장려한다. 

주택 PFI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구조는 다음 

과 같다.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의 특수목적회사 

(Operator, Contractor, SPV)와 통상 30년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는 계약의 초기(통 

상 3-5년)에 주택을 개선한다. 이 기간 및 전체 계 

약기간에 대해 특수목적회사는 현재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 

스에는 수선， 유지관리， 임대료징수， 임대차관리， 

안전관리， 신규공급(PFI자금지원은 비HRA 방법으 

로 가능함) 등을 포함한다. 특수목적회사는 통상 

은행 또는 기금출자자， 건설업자， 주택조합， 시설 

관리제공자 등이 맡는다.PFI 자금지원은 비영리 

주택 단체 (Registered Social Landlord; non-HRA 

PFI)를 통해 민간부문주택재고의 개보수 또는 신 

축에 대해서도 도입할 수 있다. 

4) TIF 방법 

πF(Tax Increment Financing)란 조세증가기반금 

융이라고도 부르며， 지방자치단체가 증세를 하지 

않고 쇠퇴한 지구를 재개발하기 위한 자금조달수 

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과 신규 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며， 미국 

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탈산업화에 따라 도심부의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대규모 이전적지가 발생하였고， 대부 

분 오염된 쇠퇴부지(brownfield)를 남겨놓았다. 

미국의회가 1980년 종합환경법(CERCLA; 수퍼펀 

드볍)을 통과시키면서 입지조건이 양호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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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들이 환경치유비용을 조달할 마땅한 금융기 

법을 찾지 못하면서 유휴지 상태로 남게 되었다. 

부지소유캠이 볼 때， 부지의 환경치유책임부담 

증가위험이 모든 잠재적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전미오염쇠퇴부지협회(NBA)는 

미국 전역에 걸쳐 60만여 개의 이러한 토지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부지의 재개발시장은 약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Mueller ， 

2005). 

미국에서는 이러한 도시 내의 쇠퇴한 지역을 재 

개발하키 위해 증권화 방법과 조세증가기반금융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전자의 경우 증권발행 

전문기구인 특수목적기구(SPV)를 활용하는데， 

2001년 설립된 Brownfields Capital( ö 1"하 BC , 일종 

의 특수목적은행)이 그 사례이다. 여기에 사용된 

금융수단은 Brownfields Capital Contracts(이하 

BVC)라고 불리는 채권형 방법이다. BC는 오염부 

지와 관련한 위험을 감소 및 관리할 수 있는 특수 

한 시스댐을 사용하여 오염부동산의 치유 및 재개 

발을 위한 금융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자산인수 

실사과정( underwriting) 및 BVC라고 불리는 금융 

수단으로 구성되며， 본격적인 자본투자를 전개하 

기에 앞서 부지소유자， 보험업자， 토지계획가， 권 

원당국， 금융업자， 재개발업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 

들을 모아서 하나의 상호의존적인 약정을 체결하 

는것이다. 

오염부지의 소유자는 권원을 새로이 오염부지의 

복구 및 재개발 책임을 부여받는 SPV에 양도하고， 

SPV 수익의 30%에 대한 후순위권리를 취득한다. 

나머지 35%는 SPV에 금융을 제공승}는 투자가들 

이 소유하며， 35%는 해당 부지의 재개발권리를 취 

득하여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는 개발업자에게 귀 

속된다. 이렇게 하여 개발사장이 형성되지 않는오 



염쇠퇴부지에 시장을 형성시키고， 자금 및 시간비 

용 측면에서 전통적인 재개발방법보다 매우 효율 

적 · 효과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Mueller, 2005 , <그림 4) 참조) 

한편， 또 다른 도시개발 금융방법이 πF 금융이 

다. 이 방법은 하부구조 개선 프로젝트 자금을 지 

원 받는 지역이 향후 창출하는 부동산세(재산세) 

의 미 래 증가분을 담보로 하여 성장이 없거나 마이 

너스 성장을 보이는 지 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자금 

조달 기법이다. πF는 공공-민간 합작 자금조달방 

법의 산물로서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지방정 

부에 의한 재개발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πF 금융 

은 본디 도시 쇠퇴 지 역을 철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조세증가 없이 

새로운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방볍 

으로 활용하고 있다(Selby & Hunter, 2004; 日 本政

策投資銀行， 2002).

일반적으로 어떤 지구가 쇠퇴하면 그 지구의 자 

산으로서 평가액이 하락하고 그 결과 재산세수가 

감소한다. 동시에그지구에서 어떤사업도행해지 

지 않으면 사업 에서 나오는 세수도 감소하게 된다. 

우| 
힘 .1 단계 : 개발미전 환경특성규정 

.2단져1: 소유권 및 금융구조 설계 

.3단져1: 토지취득 및 보염설정 

.4단계 , 부지록구 및 토지개일 

.5단계 , 입체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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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 지구 주변의 주민과 사업자가 그 분위 

기가 싫어 다른 지 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고， 그 지구의 소비와 고용도 감소하게 되며 동 

시에추가적으로세수가감소하는것이 된다. 이러 

한 결과 실업자가 증가하면 실업수당이 증가하고 

세출만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 러한 지구를 재개 

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유치한다면 위와 반대의 경 

로(선순환)를 격게 된다. 즉 지구의 자산평가액 상 

승 • 재산세수 증가， 활발한 경제활동 • 세수증 

가， 지역주변에 새로운사업과주민유입 →소비와 

고용 및 주민증가 • 세수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된다. 

세수증가라는 말이 의미하는 대로 πF는 지방정 

부가 어떤 일정 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자금 일부 

를 재개발효과에 따른 재산세(property tax)의 세 

수증가분으로조달하는방법이다. 아울러 어떤황 

폐지역이 πF 지구(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이후 재개발투자에 따라 증가한 토지 등의 고정자 

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재산세의 증수분은 πF 지 

구내의 재개발프로젝트만으로 이용된다. 

재개발에 의한 재산세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고 

휩 t많한 .1 단계 토지취득 

.2단계 개발미전 혼영특성규정 

-1 년 1 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 년 1 년 2년 3년 4년 5년 E년 7년 

시간 시간 

출처 : Mueller, 2005. 
〈그림 4) SPV를 이용한 도시재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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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산보유자는 상승후의 평가액에 기초하여 재 

산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증세 등의 부담은 발생하 

지 않는다. 이처럼 지방정부는증세를통하지 않고 

재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자금을 확보하여 이것을 

지렛대로 민간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 πF는 1952 

년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재개발법 (Community 

Redevelopment Law)으로 법제화한 것이 시초이 

며， 주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현재 미국의 48개주가 시행하고 있다. 

πF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 

의 Atlantic Station은 138에이커， 20억 달러규모의 

도시재개발사업이다. 1세기동안애틀란타도심부 

의 제강소 부지로 있던 지역이자 오염된 부지를 복 

합용도 도시공간으로 재개발중인 프로젝트로서 

스마트성장 및 공공-민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쉽의 

전국적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결되면 600만 평방피트의 오피스 공간， 150만 

평방피트의 소매공간， 1 ，200객실의 호텔， 4 ，000가 

구 이상의 주거공간을 수휩}는 도시속의 소도시 

가 된다(Selby & Hunter, 2004). 

City of Atlanta Tax Allocation Districts 
Perry!BoIIOn (2002) 
• Focuses on Ihe "영evelooment 01 Perry 
Homes. a publlc hOUSlng öevelopment 이 
the Manta HousJng Authorlty 
• A public-pnvate redeve!opl'lent proJect H1 
northwest Atlanla 
• εstimated 101al c051 01 $340 ",ri 11011 
• Over 1.200 mixed Income housing 
planned. plus communlty 

Princeton Lakes (2002) 
• T AD bonds 10 support necéS5ary site 
infrastructure- Improvements 
• ProJected $366 mlillon mixed.use development 
In southwest AUanta 
.Over 1.000 hOUSlng “11115 800 때o sQuare 
fee\ Offlce. SOO.OOO sqùare ’eet re1all planned 

-

Atlanbc Station ‘’999) 
• ESlabllshed 10 help I.nance 
mfmslructure and clean-up 
actlvlt!CS assooated w이hAtlantlc 
Stahon. a maJα mixed-use 
deve‘opment under c.Onstrμçtlon 
The proJect wdl ult‘mately entail 
• 1.6 m!ll!on sQuare κ엇-!ofretail 
• 6 rr베1011 square feet 이 olfrce 
and entertamπlent 
• 4.000+ ml~ed-Income 
resldenha! UOlts 
• 1 .150 hotel rooms 
• 30.000 new job, 

‘2O<J3) 
• Eslab’‘shed !O spur the 
crea‘lOf't of an attrac\Ive 
walkab‘e. !)ustJlng Z4-hour 
downtown 
• Provide initlal funding to 
jump-SI311 the revitalizauon 
of Atlanta's most hlstonc 
nelghborho∞ the Auburr‘ 
Avenue corndor. as well as 
the heav'ly tr aveled Memonal 
0"，ξ’써art.n l. uther King Jr 
Dnve corridor 

‘’ A 0 A 

〈그림 5) 애툴란타시의 TIF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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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지금까지 금융자본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공간 

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논리와 다양한 도시개발 

금융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간시장과 자본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 된다는 것은 공간의 생산과 

변화를 더 이상 공간의 독자적 논리가 아닌 자본시 

장의 역동적 움직임과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는것을의미한다. 공간에 대한다양한사회문화적 

의미부여 및 해석과 더불어 위험-수익관계， 수익창 

출가능성 등 투자가의 관점과 투자의 세계화 논리 

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두 시장(또는 세 시장)의 

통합에 기초한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기법이 다양 

해지면서 금융장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고， 우 

리나라 역시 대부분의 간접투자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 

및 재개발 금융에서도 전통적인 정부 재정지출 및 

간접금융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증 

권화， PFI, πF 등이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가능성 

이 높다. 앞으로 이 러한 금융자본의 도시개발 지배 

과정 및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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