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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필자가 서울대학교 CEO 환경경영 포럼에 참여하는 Fellow들과 함께 지난 8월 12일(일요일) 

에 배터리 파크 시E/ (Battery Park City) 를 방문했었고 8월 13일(월요일)에는 배터리 파크 시 

티 개발공사(배터리 파크 시티에 위치한 세계금융센터(1Norld Financial Center) 에 잉주해있c::.1) 

를 방문해서 계획/절계 부국장(Deputy Director of Planning and Design) CZ! Peter McCourt 

와 만나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가 귀국하고 3주가 지난 후 

배터리 파크 시티으l 바로 동쪽에 뒤치한 세계무역센터(1Norld Trade Center)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 파크 시티도 상당한 피해를 g어서 주민들과 세계 

금융젠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울론 배터2/ 파크 "'/티의 직원들도 심한 고동을 당하고 있다고 한 

다 이번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의해서 쟁멍을 잃은 많은 사람과 그들의 가족과 아직 

도 후유증으로 고동을 받고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깊은 09도의 마음을 보낸다 

지난 여름 8월 12일 오후에 미국 뉴욕의 로어 맨하탄 (Lower Manhattan) 에 있는 배터리 파크 

시티를 방문했다. 허드슨강을 끼고 뉴욕시가 자랑하는 강변공원(까le Esp1anade) 을 거닐면서 서 

울의 한강변 프로젝트들을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배터 

리 파크 시티 프로젝트는 로어 맨하탄 서쪽의 허드슨강변에 새로운 주거와 오피스를 제공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였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뉴욕시의 도시공원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강변공원의 보행공간이 길고 풍성하였으며， 이것을 따라서 여러 개의 아름다운 

공원이 위치하고 있었다. 

‘서 울대 학교 환경 대학원교수 



128 環境힘움養 第三十九卷 (20이) 

이와 같은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주거동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주거동을 먼저 배치하고 나서 남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처 

럼 되어왔다. 강변공원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보니까 오른쪽에 세계금융센터가 위치하고 있 

었다. 그 가운데에 아트리움 형태로 조성된 Winter Garden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금융센터 내 

부의 중요한 공공공간으로서 사람들을 위한 식사와 만남，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 

고있다. 

세계금융센터에서는 약 39， 000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Dow Jones, American 

Express, Me빼 Lynch 통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들어와 있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뉴욕시의 명문고등학교인 Stuyvesant고동학교가 있고， 그 남쪽에 최근에 지어진 복합건물 

인 Tribeca Bridge Tower가 있다. 이 건물은 재미있게도 주거시설과 상가， 초둥학교가 함께 들어 

가는 복합건물이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Peter McCourt의 말에 의하면， 배터리 파크 

시티에 좋은 교육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녀가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강변공원에서 허드슨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도시주거와 신도시를 생각하면서， 배 

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질문은， 배터리 파크 시티는 뉴욕의 도심인 로어 맨하탄의 심장부인 세계무역센터에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개발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비싼 지역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질문은， 배터리 파크 시티가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서 건축과 도시계획， 조경， 공공 

미술(Public 따)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계획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 

이다. 특히 주거와 업무， 상업， 오픈 스페이스 동 서로 다른 용도들간의 공간적 혼합이 조화롭 

게 잘 이루어져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컴으로써 부지의 전체적인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고차원적이고 전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으며， 어 

떻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번째 질문은， 배터리 파크 시티는 “주택도시”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신도시와는 달리， 

세계금융센터와 같은 업무 기능과 함께 1만여 세대의 주거와 28에이커 (약 3만4， 500평)의 공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업시설과 공공시설들이 주거단지 

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시셜들이 어떠한 재원으로 만들어졌는가하는 점 

이다. 우리나라 신도시에서는 공동주택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셜이 나중에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는 주택개발을 하기 

전에 먼저 업무시설과 학교시설， 및 여러 종류의 오픈스패이스를 먼저 조성하고 있다. 즉 이러 

한 어메니티를 먼저 만들고， 이것을 촉매로 해서 주택개발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배터리 

파크 시티를 개발하면서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은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먼저 개발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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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배터리 파크 시티가 뉴욕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 

는가? 

상기한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환경의 질이 좋 

아질 때 도시개발의 경제성도 함께 좋아 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계획 및 개발기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도시셜계와 건축， 조경， 및 공공미술(뼈blic Art) 등 

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틀이 통합적으로 (multi-sectorally) 접근할 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가 

치가 높은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도시개 

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보다 세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개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재정(Public Financing)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과정과 함께， 배터리 파크 시티의 계획내용과 개발기법， 개발전략， 공공재정기법 

동을살펴보고자한다. 

11.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과정과 시사점 

1.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요 

배터리 파크 시티 (Battery Park City) 의 개발은 뉴욕시 로어 맨하탄 서측의 허드슨강을 따라 형 

성된 약 92에이커(약 11만3， 000평)의 매립지에 약 16만평의 사무실과 l만 4천여 세대의 주거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배터 리 파크 시티의 개발은 Nelson Rockefeller 뉴욕 주지사가 1968년 배터 리 파크 시티 개발공 

사 (Battery P뼈 City Authority) 를 셜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69년에 최초의 공식적 

인 개발기본계획 (master development plan) 이 수립되었으나， 1970년대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뉴욕 

시의 복잡한 심의절차， 대규모 초기투자를 펼요로 하는 개발기본계획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부지의 매립만 완료한 채 1970년대 후반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뉴욕시 

와 뉴욕주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하고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파산이 목전에 이르자， 

당시 뉴욕주지사였던 Hugh Carey와 뉴욕시장이었던 Edward Koch가 배터리 파크 시티 프로젝트 

를 되살리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당시 도시셜계가였던 A1exander Cooper와 Stanton 

Eckstut가 1979년에 새로운 기본계획 (masterpl때)을 수립하게 되었고， 1980년대부터 Gateway Plaza 

와 세계금융센터 (World Financial Center) 의 개발을 시 작으로 배터 리 파크 시 티의 개 발이 본격 적으 

로 이루어졌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한 1979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는 도시설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경제/마켓 분석， 교통 및 엔지니어링， 조경 둥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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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배터리 파크 시티의 전경 (자료‘ Gordon 1997a, p. 112) (가운데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은 지난 9월 11 
일의 테러로 인해 용괴되었음) 

함께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뛰어난 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이를 토대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민간개발에 앞서 수준 높은 공공공간을 미리 조성하였고， 상세한 

도시설계지침을 통해 개발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그 결과 배터리 파크 시티의 도시셜계 

지침과 공공공간은 1980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성취로 유력한 언론매체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게 되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30여 년이 지난 1 999년 현재 배터리 파크 시티에는 

세계금융센터와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등을 포함하는 약 750만 평방 피트 (약 21 만평)의 

사무실과 l 만여 세대의 주거， 2개의 호텔과 요트 선착장 둥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부지면적의 약 30%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강변공원 (The Esplanade) 과 공원 (Sollth Cove, 

Nelson A. Rockfeller P때， Tribeca Park 등) , 광장 (Rector Plaza, Winter Park 등)과 같은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박물관 (Museum of Jewish Heritage) 과 학교 (Stuyvesant 고등학교， P.S.II.S 학교) 등의 

공공시설이 확충되었다. 

1999년 현재 개발의 약 80% 정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 

에는 1 99 1 년 이후 매년 l 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1999년에는 무려 뼈억 달러의 수 

입이 발생하였다. 그 중 이자와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6천 2백만 

달러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1999년 한해에만 약 8천 5백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그중 

5천 7백만 달러를 뉴욕시에 지원하였고， 이 외에도 저소득층 주거의 공급(Affordable Housin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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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1999년도 셰입 및 세출 
(단와: 액만 달러)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기본 임대료 (base rent) 28.0 채권이자어ebtseπiceo띠xmds) 50.9 

추가 임 대 료 (supplementaI rent) 2.0 인건비 (wag않benefits) 4.0 

재산세대납(PILOT， payment in Jieu 90.6 기타 운영/관리비 12.3 

ofr않l 없ctetax냉)) (other operJadmin. expens않) 

공공시설 요금 및 기타 8.4 감가상각/원금상환 6.0 

(civic facilities payments and other) 어epreciatio띠amo뼈rtization) 

투자빛 이자수입 17.5 뉴욕시지원 57.1 

(investmε삐 (PILOTs/other payments to NYC) 

뉴욕시 주택공사의 채권이자 11. 4 

(debt service on HNYC bonds) 

기 타 (Miscellaneou야 0.3 

총수입 146.5 총지출 130.6 

주 1) 재산세대납 (P止OT)은 건물의 임차인이 뉴욕시에 재산세를 내지 않는 대신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 

사에 납부하는 일종의 재산세이며， 그 중에서 운영/관리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뉴욕시에 제공한다(자료:BPCA2αlO， p.24). 

위해 뉴욕시 주택 공사(New York City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 가 발행 한 2억 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한 이자 1천 l백만 달러를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대신 지급하였다(BPCA 

2000, Pasanen 2αXl). 

이처럼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매년 7천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뉴욕시에 지원하고 있 

으며， 그 결과 배터리 파크 시티 프로젝트는 계획/셜계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재정적 측 

면에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2. 배터리 파크 시티의 계획과 집행 

배터리 파크 시티는 1979년 뉴욕시 도시셜계그룹 (Urban Design Group) 의 일원이었던 Alexander 

C∞per와 Stanton Eckstut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었다. 이 마스터플랜은 1969년에 

수립된 최초의 개발기본계획과 여러 변에서 대비되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계획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개발 프로그램 

1969년의 개발기본계획과 1979년의 기본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점은 개발 프로그램에 있다. 

1960년대부터 배터리 파크 시티가 위치하게 될 92에이커 (11만3， 000펑)의 매립지에 대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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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터리 파크 시티의 토지이용(1979년 기본계획 기준) 

토지이용 면적 주요시셜 

주거 38.1acre(42%) 14，聊세대의 주거 

상업 8. 7acre (9%) 6백만 평방 피트(약 16만평)의 사무실 

오픈 스페이스 28. Oacre (30%) 공원， 광장， 강변공원 등 

도로 17. 8acre (19%) 

계 92. 6acre(10ü%) 

자료 AlexanderC∞per As잉ciates 1979, p. 56. 

개발방향을 논의한 후， 뉴욕주와 뉴욕시는 배터리 파크 시티를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하기로 합 

의하였다. (Gordon 1997a, p. 21) 그 결과 1969년의 개발기본계획은 14, 100세대의 아파트와 5백만 

평방 피트(21만평)의 사무실， 5십만 평방 피트 (2만1 ， 000평)의 쇼핑 센터， 27.5에이커 (3만4， 000 

평)의 공원， 2개의 학교와 도서관， 경찰서 및 소방서， 보건소 및 문화여가센터를 수용하는 개 

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1979년 기본계획 역시 큰 변화 없이 이 개발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Gordon 1997a, p. 33) . 

2) 계획안의 주요 특정 

1969년 개발기본계획은 당시의 현대건축 기술의 발전과 달 착륙으로 비견되는 우주시대의 개 

막， 경제 호황기를 누리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거대구조물 형태 (megastructure) 로 계획되 

었다. 이 계획안은 부지 전체를 관통하는 7층의 중심축 (spin밍을 중심으로 l개의 상업단지 

(commerci외 pod) 와 6개의 주거단지 (residentialαxI)를 연결하였다. 7층의 중심축은 소매시설과 커 

뮤니티시셜로 구성된 쇼핑몰의 형태로 계획되었다. 상업단지는 10충의 저층부를 지난 3개의 오 

피스 빌딩 (각각 60층과 50충， 40충으로 이루어져 있다)으로 구성되어 배터리 파크 시티의 최남 

단에 배치되었다. 각 주거단지는 서비스 저층부를 4-5개의 주거동이 공유하는 형태로 계획되었 

다. 이 계획안은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수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완벽한 보차분리를 이루고자 

하였고， 중심축도 실내공간화하여 4계절 쾌척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Gordon 1997a, 

pp.36-3η. 

그러나 이 계획안을 따를 경우， 각각의 상업 빚 주거단지와 도시의 나머지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배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중심축을 먼저 개발해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연 

결된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저층부를 형성하는 이러한 입체 구조 

물을 건설하기 위한 막대한 규모의 초기투자비용이 요구되었으며， 그 비용은 부지매립비용 외에 

무려 1억 8천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비용을 선뜻 부담하 

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15단계나 되는 복잡한 승인절차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가 매우 어 

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0년대의 경기후퇴는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의 개발을 한동안 중 

지시키고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Gordon 1997a,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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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69 개발기본계획 예시도(Conklin & Rosæ앙I1t ‘ Hanison & AbramovilZ‘ Philip JOh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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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969년과 1 979년 기본계획의 비교 (자료 Gordon 1 997a.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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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의 기본계획은 바로 이러한 여건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배터리 파크 시티를 좌초 

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으므로， 1979년의 기본계획은 현실적이고 실현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1979년의 기본계획은 그 이상의 가치와 미덕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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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979년 기본계획의 계획가들은 “당시의 도시역사， 사회학， J ane J acobs의 관찰과 같은 장 

그 결과 로어 맨하탄의 전통적 소연구 등의 성과를 계획안에 반영 (GOIωn 1997a, p. 108)" 하였다. 

주변 건축물의 형태를 인 가로와 블록형태를 확장하는 단순한 형태의 계획안이 만들어졌으며， 

존중하되 개별 건축물이 아닌 공공공간의 질에 초점을 맞추었다 (Gordon 1997a, pp. 66-67). 

못하였던 세계무역센터 (World 또한 1969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오피스 복합단지의 위치를 배터리 파크 시티의 최남단에 Trade Center) 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 

그리고 1979년 후반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서 세계무역센터에 인접한 가운데 부분으로 옮겼다. 

오피 스 복합단지 (World Financial Center) 부터 개 발하여 중앙의 시작한 사무실 수요를 고려하여， 

남북 방향의 주거지역으로 순차적으로 개발을 확대하는 단계적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3) 계획안의 집행기법 및 개발과정 

1969년의 개발기본계획은 각 필지별로 건축선， 시각회랑， 아케이드， 보행연계， 육교， 강변공 

둥과 같이 다양한 조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한 특별지구 원， 대인수송체계 (people.mover conidors) 

또한 이러한 규 (spcci머 zoning district) 의 규제 가 적 용되 었다 (Alexander C∞per Associates 1979, p. 9). 

제를 개발의 신속한 집행과는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뉴욕시의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 

획당국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심의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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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터리 파크 시티의 단계적 개발(자료‘ Gordon 1997a. p. 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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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가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상세한 규제내용과 복잡한 심의 절차는 계획의 경 

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어떠한 의미있는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시스템이 되었다. 

반면 1979년 기본계획은 지역제 (street mapping 및 zoning c1assification) 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착 

되어 있고 복잡하지 않은 기법을 사용하였고， 1969년 개발기본계획에서 요구되는 뉴용시의 복 

잡한 심의절차도 과감하게 단순화함으로써 계획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블록별로 작성 

되는 도시셜계지침 (urban design guidelines) 은 개발기본계획과 동시에 작성된 1969년의 특별지구 

규제와는 달리 시장여건과 설계경향 둥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직전에 작성함으로 

써， 계획의 유연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개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뉴욕시가 

아닌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셜계안을 심의하였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여건 

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표 3) 1969년 및 1979년 기본계획의 집행기법 비교 

1969년 개발기본계획 1979년 기본계획 

설계개념 거 대구조 (megastructur에 맨하탄 가로체계(멍이의 연장 

공공 동선 축 (circulation spine) 가로(streets) 

7개의 단지@여s) 36개의 블록(blocks) 

인공대지 (open space decks) 공공공원 (pubIic parks) 

계획규제기법 뉴욕시가부지를 소유 BPCA가부지를소유 

BPCA에 입 대 (masterl않se) 뉴욕시가 되살수 있는 옵션 

개 발기 본계 획 (master development plan) 기본계획 (master plan) 

특별지 구제 (speci뼈S미ctzo때19) 도시설계지침 

부지조성비 3.12억 달러 (1979년 기준) α53억 달러 (1979년 기준) 

(매립비 제외) 

개발절차 1. BPCA가 서비스 축을 셜계 1. BPCA가 설계지침을 작성 

2. P，재BI)가 서비스 디자인을 심의 2. PBCA가 가로와 공원을 셜계 

3.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3. BPCA가 개발가를 선정 

4. 평가위원회 (Board ofEstim있리 수정 4. 개발가가 건물을 셜계 

5. BPCA가 서비스 축을 건셜 5. BPCA가 셜계안을 심의 

6. BPCA가 각 단지별 개발가 선정 6. BκA가 가로와 공원을 건설 

7. 개발가가 각 단지의 기단부 설계 7. 개발가가 건물을 건셜 

8. BPCA가 서비스 축과 연계여부 심의 

9. 개발가가 본 건물을 셜계 

10. BPCA가 설계안을 승인 

1I. PARB가 설계안을 심의 

12.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기본계획 수정 

13. 평가위원회가 개발기본계획 수정 

14. 개발가가 기단부를 건설 

15. 개발가가 본 건물을 건셜 

주 1) p，째뼈B않는 Perm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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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도시설계지침을 통해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지침 

을 제시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공공 공간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은 능력 있는 

건축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설계지침이 건물의 개략적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였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사엽수지 

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상세한 도시설계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Olympia & York사는 오 

피스 복합단지에 입찰할 수 있었으며 (Gordon 1997a, p. 109)" , Olympia & York사를 대표해서 온 

Paul Reichmann은 2억 달러의 채권에 대한 상환일정을 담은 !접혀진 파란색 종이 한 장’ 만 들고 

올 수 있었다 (Gordon 1997a, p. 78). 

3.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의 시사점 

1)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설립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 

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성취해야할 목표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겸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들이 수행한 역할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었다. 

배터 리 파크 시티 개 발공사는 1968년 뉴욕주 산하의 공익기 업 (public benefit corporation) 으로 창 

설되었으며， 맨하탄 서남부에 위치한 92에이커 (11만3， 000평)의 부지 위에 상업 및 업무기능과 

주거， 공원이 어우러진 커뮤니티를 계획하고， 건설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조정하고， 유 

지 · 관리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BPCA 21αlO). 이러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임무는 

단순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매각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관 

리권한과 책임을 이양함으로써 ‘손을 터는’ 우리나라의 택지개발 관행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 

알수있다. 

즉，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계획안을 수정 · 보완해가 

면서， 강변공원과 공원 동의 공공공간과 박물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민간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상세한 디자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투자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개발자를 선정하고 개발의 질 

적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 

하기관으로 배터리 파크 시티 공원관리기구 (Battery Park City Parks ConselVancy)를 설립하여 뉴욕 

시를 대신하여 약 30에이커 (3만7， 000평)의 공원과 강변공원 동의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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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CA 2000) 

〈사진 2) 배터리 파크 시티의 Robert F. Wagner Jr. Park (왼쪽)과 Mesume of Jewish Heritage (오른쪽) 

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일관된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의 워터프론트 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 

델을 만들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분당과 일산에서 많은 상업용지가 매각 또는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토지공사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상업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계획안을 

수정하고 새로운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매각된 토지가 애 

초의 계획의도와는 다르게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으로 개발됨으로써 신도시내에 있는 다른 근 

런상가 또는 집단상가의 씨를 말리고， 러브호텔 둥이 들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소식 또한 듣지 못하였다. 

다만 미매각 토지를 조기 매각하기 위해 상업용지에 주상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설 

계 변경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토지공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궁여지책을 넘어 도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지 

니고 있다. 

2) 장기채권의 발행과 임대형 신도시 개발전략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과 비교할 때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초기에 

발생하는 공공투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개발을 유치하는 과정 

에서 매각이나 분양이 아닌 임대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1 972년에 약 2억 달러의 채권 

을 발행하였는데， 그중 약 0.45억 달러가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 

는 연속상환채권 (seria l bond) 이었고， 나머지 1.5억 달러이 20 14년 만기의 장기채권이었다 

(Gordon 199711, p. 44) . 그 결과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를 설럽한 뉴욕주와 도시관리의 책임 

을 지고 있는 뉴욕시 모두 대규모 공공지출의 펼요성을 줄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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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초기투자 재원에 대한 비용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었다. 

막대한 초기투자 재원에 대한 조기상환의 부담이 적었으므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채무 상환 일정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단계적 개발과 임대형 신도시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을 도입하게 되었다. 즉 토지를 개발사 

업자에게 임대하고， 토지를 임대한 개발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후 이를 다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4개의 오피스 건물에 6백만 평방 피트(17만평)의 사무 

실과 28만 평방 피트(8천평)의 상업 및 소매공간이 위치한 세계금융센터 (World Financialαnte에 

부지를 배터 리 파크 시 티 개발공사가 American Expres씨 및 OIympia & York의 후신인 BrookfieId 

Fin뻐ci떠Prope띠얹사와 2069년에 만기가 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9년에는 연간 1, 500 

만 달러， 2C뼈년에는 연간 1 ， 600만 달러， 2001년부터 2069년까지는 연간 1 ， 700만 달러의 기본 

임대료와 함께， 약 9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임대료를 이들 임차인들로부터 받도록 예정되어 있 

다(BPCA2αlO， p. 28). 이와 같은 임대형식의 개발은 개발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배터리 파크 사티 개발공사가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 배터라 파크 사티 개발공사 및 민간 개발가 모두 임대공간의 

가치 증대에 따른 보다 많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단계적 개발은 일시에 많은 토지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조기매각을 위해 할인 판매를 

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 1단계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음 단계의 개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 

업성공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높은 기대수익 

을 올혈 수 있는 소규모 민간개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이러한 아유 

때문에，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최초의 주거단지 개발언 Gateway Plaza 주거단지의 개발 

을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애썼q(Gordon 1997a, p. 

7끼. 

이러한 전략에 대해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집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배터 

리 파크 시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위한 재 

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수익의 발생 유무보다는 어떠한 개발전략이 보다 광범위한 공공이 

익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주택용 

지 풍의 토지를 조성원가 또는 그 야하에서 분양하도록 하는 현행 개발규제의 경직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토지공사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면서 다양한 개발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뉴욕시의 역할 

도시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인접한 도시 또는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의 난개발로 말미암아 교통 혼잡과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의 과부화 둥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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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가 하면， 대전시처럼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도시기능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구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 

업의 추진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사이에서 개발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과정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이와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개발사업을 주도한 뉴욕주가 다양한 계층이 혼합된 주거 커뮤니티를 제얀하면셔 2개의 오 

피스 건물과 경공업 기능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뉴욕시는 로어 맨하탄 도심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언이나 독신자들 위주의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저소득층 주거 공급을 위한 재원은 

Harlem이나 Brook1yn, South Bronx 등과 같이 더 욱 시 급하게 지 원이 펼요한 지 역 에 사용될 수 있 

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민긴계획기구인 다운타운 로어 맨하탄 협회 (Downtown Lower Manhattan 

Association) 는 금융의 중심지로서 로어 맨하탄의 도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배 

터리 파크 사티가 배후주거지로 개발되거를 원하였다 (Gordon 1997a). 1969년의 개발기본계획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간의 조정과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개발방향에 대한 

뉴욕주와 뉴욕시간의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왔다. 

개발방향 외에도， 개발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펼요가 있다. 도 

시개발이 더 많은 직장과 안구를 유입시킴으로써 도시경제 빛 재정에 기여하거나， 공원과 같은 

중요한 공공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해당 도시개 

발을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가 요구펼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이 도시 전체의 

공공이악에 기여하는 만큼， 도시개발의 혜택을 받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공공지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반면 도시개발로 언하여 공공서비스 지출 등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하에 개발사업 

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이 러 한 문제 를 배터 리 파크 시 티 에서 는 재산세대납(payments in lieu of real estate taxes(PILOn) 이 

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재산세대납 제도는 뉴욕시가 배터리 파크 시티의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받는 대신에，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이를 대신 

징수하여 공원 조성이나 학교 셜치 등 공공환경 개선에 투자하거나 예전에 부지 매립 및 인프 

라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였던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남은 이익금을 뉴욕시에 

지원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선진적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뉴욕시는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에 따른 추가적인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매년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로부터 수익 

금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재산세대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해 투자한 만큼의 재산세를 사실상 감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뉴욕 

시로부터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았으며， 세계금융센터 등의 건물에 대해서도 뉴욕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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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 택지개발과 배터리 파크 시티 프로젝트의 비교 
구분 우리나라택지개발 배터리 파크 시티 프로젝트 

사업주체 한국토지공사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 

사업주체의 역할 개발계획 및 전략수립 개발계획 및 전략수립 

부지조성 및 매각 부지조성 및 공공시설의 지속적 투자 

셜계지침 작성 및 민간개발 유치/심의 

재원조달 단기융자금/선분양금에 의존 장기 채권 발행 

개발방식 일괄개발， 일괄매각 단계적 개발， 장기임대 

공공투자비용 개발사업자가 일방적 부담 재산세대납(pιOT) ， 토지부문에 대한 재산세 면 

제， 상업개발에 대한 시한부 채산세 감면을 통한 

간접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거의 없음 개발방향， 공공지원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 개업과 

지원 

중앙정부/주정부의 역 할 거의 없음 적극적 (채권에 대한 주정부의 도의적 보증 (mora1 

obligation) , 1980년 대 초의 긴 급지 원 (bridge 
financing) 등) 

부터 10년 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시의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 

공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시는 세계 최고수준의 워터프론트 개발을 성취할 수 있었고， 30 

에이커 (3만7， 000평)에 달하는 수준 높은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川 결 론 

앞장에서 살펴본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과정과 기법， 전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 

훈을 얻을 수 있다. 

1. 새로운 개발기법 : 임대형 신도시의 공공성과 경제성 

배터리 파크 시티의 개발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하 

였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배터리 파크 시티가 소유하고， 민간 개발가가 이를 임대해서 그 위에 

오피스 건물과 주거건물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는 반관반민기관 (quasi

goverrunentagency) 인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92에이커 (11만3，(뼈평)의 토지를 전부 소유 

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블록 또는 필지별로 민간 개발가를 공모해서 선정된 개발가 

에게 토지를 임대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민간 개발가는 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그들의 사업성은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 또한 이들은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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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침에 따라서 건물을 셜계하면 되기 때문에， 시로부터의 승인과정을 별도로 밟을 펼 

요가 없다. 또한 개발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측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 개발가는 개발 프로그램의 타 

당성과 건축셜계 및 시공의 질적 수준， 마케팅 및 분양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당연한 말 같이 들릴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발방법과는 상당한 거 

리가 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공공 개발가로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셜을 민간 개발에 

앞서 조성하고， 시의 숭인과정을 생략하는 대신 기본계획 (master plan) 과 도시셜계지침 (urban 

design guid리ines) 을 수립하였으며，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경제/마켓 분석과 개발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해 감으로써，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의 실질 

적인 주관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개발의 성공적 시행과 유능한 민간 개발사업자의 유치를 

위해서，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다. 그 좋은 예로 허 

드슨강의 강변공원 (Esplanade) 의 개발， 세계무역센터 (WTC) 옆에 있는 세계금융센터 (WF디의 

개발， 배터리 파크 시티의 북쪽에 위치한 명문공립고퉁학교인 Stuyvesant고둥학교의 유치 둑을 

들수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개발이 수행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개발가도 사업적으로 성 

공을 거두었고，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 역시 지속적인 현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 결과 Stan때띠 &Poors가 평가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채권등급은 AAA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가장 우수한 평 

가를 받고있는 것이다. 

2. 뛰어난 공공재정기법 

배터리 파크 시티가 4， 500만 달러를 들여서 허드슨강을 매립하고， 강변공원을 개발하거나 

Stuyvesant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둥과 같은 공공투자를 민간개발에 앞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에서 

는 공공투자 비용을 택지나 상업용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이러한 재원을 채권시장에서 2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매각하여 약 l억 4천만 달러 

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였다. 2억 달러의 채권 중에서 약 1/4는 1980년에서 1985년까지 순차적으 

로 만기가 돌아오는 연속상환채권 (serial bond) 이었고， 나머지 3/4는 2014년에 상환하는 조건으 

로 발행되었다. 이자의 지불은 당시의 개발계획상 민간개발로부터 임대수익의 발생이 예상되 

던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재원조달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발행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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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공적자금 재원은 결과적으로 뉴욕시나 뉴욕주의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 

니라，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 발생하는 토지의 임대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배터 

리 파크 시티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수혜자 부답 원칙에 따라 배터리 파크 시티에 입주한 

기업들과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재정 기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개발 

전략을 토대로 고차원적인 프로젝트 마케팅 기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주관자로서 분명한 사명 (Mission) 을 지닌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공사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의 처음부터 완성되는 단계까지 토지소 

유자로서 공공개발을 담당하고， 조성된 필지에 민간개발을 유치하며， 그들의 건축물이 1979년 

기본계획에 토대한 도시셜계지침에 합치되도록 유도하고， 또한 이미 개발된 공원과 도로를 유 

지관리하고 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실제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의 총 책임자이다. 그들의 배터 

리 파크 시티가 뉴욕의 도심인 로어 맨하탄 지역에 인접한 허드슨강변에 새로운 워터프론트를 

개발하고， 배터리 파크 시티의 로어 맨하탄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보강하는데 기여하며， 세 

계금융센터와 세계무역센터를 포항한 로어 맨하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행거리 내에서 주 

거환경을 제공하고， 허드슨강변의 Esplanade가 배터리 파크 시티 주민뿐만 아니라， 뉴욕 시민 

또는 뉴욕 방문객들을 위한 병소가 되고 있는 아름다운 가로공원을 개발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는 공공개발사업 비용과 그들 자신의 공공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 

발공사는 신도시 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나 경비는 공공비용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공채발 

행을 통해서 획득한 공적자금에서 나오게 된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사명은 우리나라 

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처럼 단순히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의 사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의 구축(publidprivate partners빼을 위 

해서 공공개발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면서， 민간개발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것이다. 또 

한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계획과 건축이 잘 조화되도록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높은 수 

준의 도시셜계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이 공익을 반 

영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부동산 개발이 공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4 프로젝트 마케팅 

배터리 파크 시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프로젝트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마케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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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프로젝트가 1969년부터 1979년까지 10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중지되 

어있던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되살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프로젝트 마케팅은 “평면적 

인” 마스터플랜이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실행되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마케팅 컨설턴트였던 Vollmer 

Associates가 1969년 개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먼저 공공시 

셜을 설치하며， 뉴욕시의 승인절차 대신에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공사가 주관하는 도시셜계지 

침에 따르도록 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것이다. 그러 

므로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프로젝트가 다시 희생하는 데에는 경제/마켓 컨설턴트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마케팅 분야는 부동산 개발시장에서 도시개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프로젝트가 해당 부지의 잠재력과 가치에 최대한으로 부합되도록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마케팅은 개발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 

고， 아파트 각 세대의 인테리어를 사치스럽게 꾸미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한다면， 배터리 파크 

시티에서는 도시개발의 개념 (Concept) 수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제공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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