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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철도와 역세권 개발을 연계한 R+P(Railway + Property) 개발모델을 활용한 홍콩 역세
권 개발사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체계와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첫째, R+P 개
발모델은 MTRC(광역철도공사)를 단일 개발주체로 한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의 역세권 복합개발로 추진
체계가 명료하고 일관된 개발방식이다. 또한 개발모델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개발에 따른 주체들의 법
적 한계와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용이하다. 둘째, R+P 개발모델은 MTRC가 사업의 계획,
실행, 관리에 관한 권한뿐 아니라 개발이익까지 역세권의 관리 및 운영자금으로 환원하여 역세권 개발사
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한 자본조달과 자본운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홍콩은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계획단계부터 설정한 중심지의 육성과 도시재생을 위해 R+P 개발모델을 시행할 때, MTRC에게
계획 및 개발의 권한을 부여하여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민관협
력을 통해 도시공간계획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유연한 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
주제어：R+P 개발모델, 대중교통지향 개발, 복합개발, 역세권, 민관협력
요약

ABSTRACT：This research explores how the rail+property development model(R+P development
model) has effectively contributed to the railway-oriented area development of Hong Kong. Favorable
urban planning policy supports exclusive land grant, effective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and
control procedures to the Metro Transportation Railway Corporation(MTRC) seeking to maximize the
synergy from the stages of project inception to completion. The model enables MTRC to develop
high-quality real estate projects that contain appropriate land use diversity and attractive layout design
and integrate well with the railway facilities at the appropriate locations at the marketable timing.
In Korea, the extent in which the success of the R+P development model can be replicated depends
on whether all legal procedure and planning system, specific guidelines are in place as the R+P
development model contains the policy, process and organization and finally the project.
Key Words：R+P development model, transit-oriented development(TOD), mixed-use development,
railway-oriented area,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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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홍콩은 도시교통 중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90%
수준(Lam, 2003)으로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이용
률을 나타내고 있다.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집약적이고 수직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추구하
며, 직면한 도시 내 개발 가용지 부족의 문제에 대
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정부의 규제지향적 계획과 민간 개발업자의
자본지향적 개발 경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교통망의 건설 주체가 인접 부동산의 개발 주체가
되었을 때, 교통이용의 편리성과 토지이용의 효율
성 극대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그 수익
을 다시 교통네트워크의 개발 및 관리에 환원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 민간 개발업자와 이용자를 모두 만족시키고
도시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
속가능한개발의한방안으로철도와역세권부동산
개발을연계한모델(Railway+PropertyDevelopment
Model : R+P 개발모델)의 연구에 착수하여 1985
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R+P 개발모델은 개발계획, 개발절차와 개발 후
운영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개발사업별로 홍콩의
MTRC(Metro Transportation Railway Corporation
: 광역철도공사)가 집행하고 관리하되, 개발업자
의 사업구상과 자본을 활용하는 통합적 협력적 개
발모델이다. 이를활용하여2014년현재, 총33건의
개발사업을완료하였고, MTR(Metro Transportation
Railway : 광역철도교통망)과 연계한 주택 94,000
호, 대규모 쇼핑몰 13개소, 오피스 빌딩 5개의 개
발을 완료하였다. 최근에는 이 개발모델을 적용한
·

·

사업이 중국의 베이징, 심천, 항주에서도 시도되
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는
대중교통, 특히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한다. 도시정부는 역
세권 중심의 개발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
이고 세수기반 확대 등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며,
시가지 재활성화와 체계적 도시개발 등 도시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성시가지 내 노후화된 철도 역
세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과 역세
권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투자방안 등에 대해 개별
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도시 내
철도교통망의 건설 및 운영과 인접 지역의 개발계
획과 사업 시행 및 운영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 사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철도와 부동산개발을 연계한 통합모
델인 홍콩의 R+P 개발모델을 사례로 추진주체와
추진체계, 사업의 추진방법과 효과 및 계획적 특
성을 분석하고, 이 개발모델이 우리나라 대도시의
철도망과 역세권의 복합개발사업에 주는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홍콩의 MTRC가 수십 년간의 경험
을 바탕으로 도출한 철도역과 인접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연계한 통합적 복합개발모델, 즉 R+P 개
발모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MTRC를 시행자로 하는 R+P 개발모델
의 개념, 추진주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다양
한 문헌과 공공자료 조사 등을 통해 정리하였다.
또한 개발모델의 자본조달 방법과 자본구조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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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개발모델의 추진효과와 특성을 지속가능
한 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R+P 개발
모델의 사업의 특성 분석은 개발사업의 접근방식,
도시 및 공간계획적 특성, 도시설계와 개발주체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
리나라 대도시에 홍콩의 R+P 개발모델의 적용가
능성과 제도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R+P 개발모델의 추진체계, 자본구조 및 추진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MTRC가 홈페이지와
보고서 등을 통해 제공하는 각종 문헌 및 데이터
를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학술 및 실무적으로 수
행된 관련 연구문헌과 자료 등도 활용하였다.
·

공항철도 노선 건설에 따른 부채를 청산하였고,
2007년 이후 정관오라인을 통하여 얻는 부동산 수
익을 바탕으로 신규 노선 건설에 착수하였다.
MTRC의 대지주인 홍콩정부가 MTR을 운영하
는 것은 대중교통을 통한 사회경제적 공공성의 향
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R+P 개발모델도
대중교통지향 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공
성 있는 지역의 계획 및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현
재 홍콩은 MTR의 이용이 전체 대중교통 이용의
약 25.2%를 차지하고, 홍콩 인구의 약 41%가
MTR역의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
서 MTRC의 R+P 개발모델을 통한 복합 부동산
개발 사업은 철도노선의 개발 및 운영 관리에 소
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내부시가지의 재활성화를 통해 거주환경의
질을 높이고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
발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R+P 개발모델은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실행 및 운영 관리에 이르기
까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R+P 개발모델을 통한 MTR 개발사업은 크게
네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철도역과 연계한 부동
산 개발을 통해 MTRC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둘째,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포함
한 이용자들의 동선을 창출함으로써 요금을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재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또
한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이고 중 장기
적인 관점의 도시관리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부동산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기성시가지 내 상
업 및 여가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의 공적 개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

Ⅱ.

R+P 개발모델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

1. 개발모델의 개념

1975년 홍콩정부의 의해 설립된 MTRC는 2000
년 홍콩정부의 공공사업 민영화 정책계획에 따라
23%의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였다. 이때부터
MTRC의 운영은 민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반
영한 부동산 사업과 부대시설 운영 사업을 통하여
MTR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였다. 그러나 홍콩정부는 MTRC의 상장 후에도
지분의 50% 이상을 유지하여 자본시장 내 공공기
업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MTR 개발 시 MTRC는 재정적으로
적자 상태였으나, 90년대 공항철도 노선부터 R+P
개발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관오(Tseung
Kwan O)라인을 신설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
안 공항철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을 통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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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역세권 복합개발 및 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는
국내연구와 해외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
내 선행연구로 정석희(2003)는 철도역세권 개발
실태의 조사와 역세권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분석
을 통해 제도적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현
진 구자훈(2009)은 우리나라의 실태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결절지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역세권 중심의 밀도 조정과 고밀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고밀 개발제
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역세권 복합개발 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영훈 이정형(2010)은 사례 분석을 통해 법
적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역세권 개발 활
성화 사업과 연계되는 통합적 제도 기반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역세권의 개발을 위한 법과 제도
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 사업절차 등을 제시하고,
기존 법률들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
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통합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민관이 공동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는
사업방식의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R+P 개발모델과 관련된 해외 연구는 2000년
초반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Cervero & Murakami(2009)는
헤도닉모형을 적용하여 R+P 개발모델이 적용된
역세권과 적용되지 않은 역세권의 통행량과 주택
가격분석을통해TOD(Transit OrientedDevelopment)
의 이론적 개념이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임을 입
증하였다. R+P 개발모델이 적용된 역세권의 반경
400m 이내 주택에서 후광효과(halo effect)인 높
은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또
·

·

·

·

한 싱가포르와 도쿄의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서
TOD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R+P 개발모델의
제도적 장점을 주장하였다.
Tang et al.(2004)은 R+P 개발모델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모델의 추진 효
과를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도시계획 이론을 바탕
으로 이 개발모델의 성립 요건을 분석하였다. 물
리적 계획 측면에서 개발과정 및 현황 분석,
MTRC의 재정운영 효과 등 전반적인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하여 모델의 실제 적용 시 나타날 역세
권의 계획, 개발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R+P 개발모델의 제도적 분석에
따르면, 정책적 측면에서 우호적인 정부, 과정 측
면에서 시작부터 완성과 관리에 이르는 통합적 접
근, 사업 측면에서 사업자와 이용자가 만족할만한
시장성 있는 부동산 개발, 제도적 측면에서 공익
을 추구하되 경제적 이익의 조화를 통해 성공적인
모델의 적용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S. Tang(2008)은 R+P 개발모델의 거시적 전
략인 대중교통 결절지로서의 역세권 개발방식이
초기의 계획목적과 부합하게 홍콩의 버스 이용 행
태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거시적
교통계획 및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증가시켰음을 역설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역세권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도와 역세권개발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
근체계와 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하려는 학문적 논
의와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인 홍콩의 R+P 개발
모델의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모델의 추진체계와
방법, 추진효과와 개선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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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시행된 R+P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및 방식의 특성, 도시 및 공간 계획적 특성, 도시
설계 및 개발 특성, 개발 주체의 특성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고, 주제별로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방식
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방식에 주
는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을 탐색한 점에서 이 연구
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Ⅲ.

R+P 개발모델의 추진체계와 방법

1. 개발모델의 추진체계

1980년대 MTRC의 자본구조는 운영자금과 감
가상각비용이 총 수익을 초과하여 장기 재정적자
상태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만은 흑자를 유지하였으므로 MTRC는 공항
철도노선을 건설하면서 실험적으로 R+P 개발 모
델을 시행하였고,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결국 정관오라인의 확장 사업에 따른 비용을 충당
할 수 있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년이
지나자 공항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도 상환할 수
있었다. MTRC는 R+P 개발 사업의 성공적 경험
을 통하여 유사한 개발사업을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R+P 개발모델은1994년홍콩교통국이최초로
세운철도개발전략(Railway Development Strategy)
내 주요 철도계획의 큰 틀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
다. 1999년에는 홍콩정부가 발간한 ‘Hong Kong
Moving Ahead’의 Comprehensive Transport
Studies(CTS-3)에서 향후 교통계획의 주요 전략
을 (1)도시 계획과 교통과의 통합 계획, (2)대중
교통 결절지로서의 역세권 개발, (3)철도시설과
교통운영의 선진화, (4)교통 정책을 통한 환경보

호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전략에 따라 1997년
33%였던 철도 교통의 이용량을 2016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000년 발간된
‘Railway Development Strategy’는 2016년까지
홍콩의 철도망을 확장하고 철도역이 대중교통의
결절지가 되도록 개발하며, 동시에 도심 공간에
주거, 상업, 오피스 공간을 통합할 수 있는 구체적
인 계획 및 개발방식으로 R+P 개발모델을 제시
하였다.
홍콩의 R+P 개발모델과 유사하게 공공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철도역 및 역세권의 개발권을 이양
하여 철도역의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개발 후 관
리 운영하는 개발모델은 미국의 24개 도시에서도
시행된 경험이 있다(Bernick and Cervero, 1997).
그러나 철도공사가 직접 부동산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례는 홍콩의 R+P 개발모델이
유일무이하다. Liu et al.(1996)이 수행한 오사카,
서울, 런던, 토론토, 싱가포르와 홍콩의 광역교통
시스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싱가포르와 홍콩의
철도공사만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상당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철도역사
의 건설 자금을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
에 홍콩만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철도공사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철도의 건설, 운
영 및 관리와 함께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이다.
MTRC가 철도사업 개발을 위해 R+P 개발
모델을 시행하는 추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TRC는 정부의 교통국(Transport
Department)의 철도 건설 실무부서와 함께 철도
건설계획을 세운다. 둘째, MTRC가 타당성 조사
와 함께 계획국(Planning Department)과 철도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Tow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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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을 작성한다. 셋째, MTRC는 수립된 계
획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모든 유관 부서에게 계
획 승인을 받는다. 넷째, 홍콩의 토지는 국유지 형
태로 민간사업자에게 이용권을 임대하는 구조이
기 때문에, MTRC는 철도역 부지와 주변 부지의
개발권을 개발 이전의 가격으로 50년 계약의 토
지이용 권한을 정부로부터 양도받는다 다섯째,
MTRC는 정부와 계약한 토지를 계획절차와 계획
수립에 용이하도록 획지를 구획하여 해당 획지의
개발권 이양을 위해 민간개발업자의 사업계획을
공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개발업자는 개발비용
과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토지개발권
을 MTRC로부터 취득하며, 이때부터 민간개발업
자는 철도 및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
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개별 사업에 대한 MTRC와 민간개발업자의 이
윤 배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분양시작 시점이전에
민간개발업자는 입찰 계획 시 MTRC와 합의된
민간개발 중 주택사업의 일부를 MTRC에 양도한
다. 민간 개발업자의 소유분과는 별도로 MTRC에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MTRC는 분양시점의 부동

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상가와 사무공간은 MTRC와 민간업자가 공동으
로 개발사업과 철도역 운영을 위한 장기 임대수익
사업으로 관리한다. 임대 수익의 배분과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입찰 시 제시된 계획과 사업시행
결정 시 MTRC와 합의된 계약사항으로 이행되고
있다. MTRC는 R+P 개발모델 사업의 시공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감리와 토목공사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와 철도 건설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MTRC의 교통계획은 홍콩정부의 거점 성장전
략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Metroplan)의 하위 계
획이다. 단계적 개발 방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
고 세부 개발계획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
별적인 시행계획으로 수립되어 집행된다. 특히
MTRC는 홍콩정부로부터 토지개발권을 개발 이
전의 가격(greenfield site value)으로 임차(lease
hold)한 후, 철도개발전략과 이에 따른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개발업자에게 개발 이후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 차액은 주로 철도역
사의 건설과 관리 운영에 재투자된다.
홍콩의 토지제도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
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권을 부여하
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50년 계약의 사용권
을 부여받은 MTRC는 개발권의 입찰을 통해 민
간개발업자와 적절한 공동 소유권한 및 방식을 유
지하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미래 개발안을 제시
·

<표 1> R+P 개발모델의 이윤 구조

<그림 1> R+P개발 사업 과정과 관련주체

민간부문
공공부문
Value Capture Methods
정부
- 개발권 입찰가 : MTRC
- 토지임대 이윤
- 개발완료 후 수익 : 민간사업자 - 도시관리
- 지상권 : MTRC
- 도시인프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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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을 매매함으로써 개발과
정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의 관리 및 운영까지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MTRC는 R+P 개발모델
을 활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통한 이익뿐만 아니라
도시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2. 개발모델의 추진방식

R+P 개발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
장의 상황에 맞는 사업시기와 사업단계를 결정하
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MTR 노선계획이 확정
되면 MTRC의 내부 전문가와 정부당국의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가 전략적 연구를 시행하며,
그 연구에서 수익성 있는 부동산 사업계획과
R+P 개발모델을 동시에 수립한다. MTRC는 새
로 조성된 단지의 경우 최소 인구 25만 명, 최소
용적률 250%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사업계
획을 수립한다. 계획이 완성되면 MTRC는 총괄계
획가(master planner)로서 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지속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공간
별 추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 및 운영관리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표 2> 참고).

R+P 개발사업 제안서가 완성되면, 정부는 MTRC
에 해당 사업계획의 단지계획, 건축계획, 용도계
획, 밀도계획 등에 대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
고, MTRC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법정 도시
계획 절차를 이행한다. 이후 MTRC는 개별 획지
에 대해 사업시행자들이 입찰하도록 유도하며, 재
정여건, 개발경험과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파
트너를 선정한다. 파트너에 선정되면, 최초 R+P
개발사업계획에 대해 협상 권한이 주어져 민간개
발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사업을 집
행한다. 현재 R+P 개발모델을 통한 주택 건설사
업의 수익은 MTRC의 전체 운영수익 중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MTRC의 전체 수익 중 90% 정
도를 기여하고 있다.
MTRC는 개발 이후에도 단지 내 개별 시행사
업에 대하여 지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배분 권한(지상권)도 갖는
다. 또한 건설사업 시행 중에는 건설사업의 관리
자, 사업 완료 후에는해당 철도역에 관한R+P 개
발사업을 유지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 고려되었던 도시계획 및
개발의 목표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

<표 2> R+P 개발모델의 사업유형별 추진방식

주민편익시설 철도역 및
(우체국, 버스터미널
유아원)
건설주체
MTRC의 개발 계획에 따른 입찰 확정된 민간 부동산 사업자
- MTRC에 의해 매각된 토지비용과 건설비용은
건설비용
부동산 MTRC의 토지매각대금으로
민간 사업자가 부담
및 수익 - 사업수익 및 경영수익에
건설비 충당
대해 MTRC와 분배구조 사업자
소유자 주택소유자
민간 부동산 사업자
공용
정부
운영 및 관리 MTRC
민간 부동산 사업자 호텔운영자 MTRC
정부위탁업체
공간

주거

상업공간

업무

호텔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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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조달 및 자본구조 방식의 특성

R+P 개발모델은 사업의 계획, 실행 및 관리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
익까지 MTRC의 운영자금으로 환원되는 구조이
다. 따라서 각각의 역세권 사업을 위한 개별 모델
로 작용하기보다 MTRC의 역세권 개발사업 운영
에 관한 지침 및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활용하여 현재 MTRC 지분의 77%를 홍
콩정부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
터 철도역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대신 철도역 개발 시 해
당 토지와 인접 토지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이
양받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개발
사업의 택지는 MTRC가 정부소유의 땅을 임대하
고 있으므로, 관리 운영을 통한 이익을 민간 개발
업자와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MTRC에게 택지
를 임대하는 것은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Ordinance)에 의해 일반세입에서 담보계약 항목
으로 처리하고 있다.
MTRC는 지분, 현금성 자산, 부동산 관리, 컨설
팅, 관리, 임대상가 등으로 보유자산을 다각화하
여 변화하는 홍콩 경제의 흐름을 고려하여 유동적
인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MTRC의 2013년 기준
·

·

목표수익률은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WACC) 기준으로 9.5%이며, 임
대수익률은 11~12.5% 수준이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5년간 MTRC의
부동산 운영수익은 건설에 투자된 자금의 2배 이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MTRC, 2013b). 2014년 현
재, 부동산 운영수입은 총 110억 US달러 규모이
다. <그림 2>에 제시된 MTRC의 수익구조를 보면,
부동산 개발 및 운영수입이 총 연간 수입의 62%
로 요금 등 철도수입 28%보다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Ⅳ.

R+P 개발모델 사업의 특성 분석

1. 추진체계 및 방식의 특성

R+P 개발모델을 이용한 복합개발 방식은
MTRC가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하면서 공공성이
있는 계획적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철도 역세권의 복합개발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MTRC가 사업 이후에도 유지 관
리를 함으로써 운영수익을 낼 수 있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시장성 있
는 사업을 통해 민 관이 윈-윈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개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MTRC는 총괄
계획가로서 개발사업의 계획, 건설, 관리 및 운영
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민간 시행자의 개발사업에 따른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 사업과정에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의 대립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중간자 역할도
할 수 있다.
홍콩의 철도역 주변 개발사업의 모델은 <표 3>
·

·

철도 요금 28%
부동산개발 52%
부동산사업 투자 및 운영
10%
요금외 기타 수익 10%

자료: MTRC 연간 재무재표

∼

<그림 2> MTRC 수입원(2010 2013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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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홍콩정
부의 전략성장거점 육성 및 개발계획에 따라
R+P 개발모델을 이용하여 거점 개발할 지역은
계획유형 B의 방식을 통해 역세권 특성에 맞는
R+P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유형 A는 정부 주도
의 개발방식으로 철도역과 인접지역의 대지조성
과 개발사업이 정부 주도로 계획, 시행, 관리 및
운영된다. 전체 사업의 일부분에 한하여 MTRC가
개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철도역사와
철로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역세권 개발 모델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개발 주체와 정부 부서 간의
관계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우리나
라는 통합적 개발이 필요한 역세권 지역에서도 일
률적으로 유형 A의 방식으로만 개발되고 있기 때
문에 개발 주체와 정부 부서 간의 유기적이고 통
합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철도역 주변 지
역의 개발 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유형 B는 R+P 개발모델을 적용한 방식
으로 MTRC가 개발주체가 되어 사업을 계획하고
개발을 시행한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자는 MTRC의 개발계획과 시행절차에 따라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실행 가능하고 유연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은 공
공과민간부문의간극을줄여정책과시장(market)
사이의 피드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Alexander, 2001a; 2001b).
철도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위한 개발합의서
(Development Agreement)를 통해 MTRC는 개
별 민간 사업자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사업계
획에 부합하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개발합의서는 민간 개
발업자들이 사업 참여 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
및 권리 조항에 대해 면밀하게 합의하도록 구성된
문서이다. 복합 개발사업들은 각각 별도의 개발합
의서를 갖고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들에게 불리
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MTRC가 역세
권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표 3> 홍콩의 철도역 개발모델의 유형

<정부 주도 개발방식>

유
형
A
<R+P 개발방식>

유
형
B
자료: Tang et al.(2004)
2. 도시 및 공간 계획적 특성

홍콩의 최상위 법정 국토계획은 국토개발전략
(Territorial Development Strategy: TDS)으로
1996년 수립되었다. 현재는홍콩 2030(Hong Kong
2030)이라는 새로운 국토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
청회절차를진행하고있다. 이계획은도시기본계획
전략계획정책(MetroplanStrategic Planning Policies)

62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을 제시하며, 토지이용과 교통계획 등 부처별 계
획(Departmental Plans)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계획에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토지
이용과 교통계획의 거시적 정책이 구체화된다. 이
는 15년 주기로 갱신되며, 실행을 위한 법정계획
으로는 도시기본계획(Metroplan)이 있다(<그림
3> 참고).
홍콩은 국토개발전략(TDS)에서 주거와 업무
인구의 60%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
는 것을 목표로 역세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왔
다. 이러한 맥락에서 R+P 개발모델은 국토개발전
략의 하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Metroplan)의성
장거점(Base Growth Areas) 육성전략계획과 공
동으로철도노선의계획시전략성장거점(Strategic
Growth Areas)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사업이 시행

된다. 전략성장거점(SGA) 계획도 단기 우선순위
와 장기 중요도에 따른 중심지의 위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MTRC의 개발전략은 개발 시기를
결정할 때 시장수요뿐만 아니라 국토개발전략이
제시한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다.
대중교통 결절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의 개
편을 모색하기 위한 계획으로 교통국이 수립하는
철도개발전략(Railway Development Strategy)이
있다. 이 계획은 2000년 2031년을 목표로 하여 계
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현재 실행가능성을 보완
하여 수립한 상태이다. 이 계획에서는 이미 도시
기본계획(Metroplan)이 제시한 전략성장거점의
개발이 대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규개발지역
(New Development Areas)에 R+P 개발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 Planning, Environment and Lands Bureau, Territorial Development Strategy Review
<그림 3> 광역계획의 성장거점(Metroplan, Proposed Growt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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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개발모델은 중심지 육성전략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최근 수
립하는 홍콩 2030(Hong Kong 2030)은 홍콩의 산
업구조 변화로 인해 버려진 산업용지들을 활용한
신규 철도 노선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쇠퇴
한 지역의 재생을 위해 R+P 개발모델을 적용함
으로써 활기 있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국토개발전략(TDS), 홍콩 2030, 도시기본계획
(Metroplan)의 성장거점(Base Growth Areas),
그리고철도개발전략(Railway Development Strategy)
의 공간계획체계에서 R+P 개발모델의 적용을 통
한 역세권의 복합개발 전략이 추구하는 목적은 시
가지 내 철도역과 공용 공간의 조성을 통해 공적
도시공간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
를 위해 철도역 인접지역의 공공 공간, 교통, 주거,
상업공간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통합하는
매개 공간으로서 철도역과 역세권의 개발을 통해
저비용의 개발과 사회 공간적 격리를 해소하는 사
회통합적 의의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역세권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철
도시설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
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
재 이를 이용하여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철도건설법 시행령’의 철도건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역사
의 위치만을 적게 되어 있어 역세권의 규모와 특
성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이 어렵다.
Bertolini & Spit(1998)에 따르면, 철도역은 역
세권의 복합개발을 통해 단순히 사람들이 통과하
는 지점이 되기보다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될
때, 공간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
다. 도시공간의 집약적 효율적 이용을 통해 보행
·

·

자 중심의 도시 내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공간의
관리 주체인 MTRC 주도의 통합적 개발 및 관리
를 통해 이용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도시
의 안전과 방재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
하다. 도시 공간의 집약적 이용은 도시관리의 효
율성과 함께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
하여 장기 도시 및 지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의 실
현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철도역과 역세권의 통행량 증가와 공간의
집약적 이용에 따른 재정적 수입의 증가는 MTRC
의 공간 관리 및 운영에 중요한 토대가 되며, 외부
효과로 인해 주변 지역의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Tang et al.(2004)이 R+P 개발모
델을 적용한 역세권과 일반 역세권 내 주택 가격
을 비교한 결과, 단위면적(sq. ft)당 HK $98에서
HK $280의 가격 프리미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R+P 개발모델이 적용된 역세권의 인접
지역에서도 상권을 연계한 보행 중심의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R+P 개발모델을 적용한
대중교통 결절지 중심의 공간개발 및 관리는 토지
의 집약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관리의 경제
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행시간 단축에
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삶의 질 제고, 통행의 안전성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역의 상
권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3. 도시설계 및 개발 특성

R+P 개발모델은 접근방식이 유연하고 통합적
인 체계를 갖고 있어 사업추진 시 성공률이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및 개발 규제에
서도 합리적이면서 시장변화에 유연하며,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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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의 역할을 제고하는 도시설
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홍콩 정
부가 계획한 공항 타운인 퉁청(Tung Chung)의
초기 개발계획은 단순히 획지계획을 통한 대지의
매각계획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MTRC의 R+P
개발모델을 적용한 수정된 퉁청 공항 타운의 최종
계획은 호텔, 상업, 업무공간 등 다양한 용도들이
복합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전체 개발계획 내에서
개별 획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공공
공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구
체적인 용도별 밀도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미관과
경관까지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퉁청 공항 타운은 계획 당시부터 타운 내 철도
역를 활용하여 용도별 건물들이 철도역에 이르는
접근성을 높여 도시 공간 내 교통 편리성을 높이
<표 4> R+P 개발모델 전후 퉁청타운 개발계획 변화

정부의
초기
개발
계획

MTRC
의
최종
개발
계획
자료: http://www.tung-chung.hk/AppendixR.pdf

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효
율적 공간배치를 통해 공공공간이나 레저시설 등
을 설치할 수 있는 통합적 도시설계도 가능하도록
구상되었다. 개별 필지의 개발계획을 통해 철도역
주변 역세권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동선의
중복 등에 의한 혼잡 등 외부효과와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합적인 설계 및 개
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R+P 개발모델을 이용한 입
체적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퉁청 공항 타운은 지상
권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광장과
공원 등 다양한 공공공간의 개발도 가능하도록 디
자인되었다. 공공편익시설을 철도역과 연계되도
록 배치하고, 용도별 건물의 진입구와 버스와 철
도의 승하차가 동일한 레벨에서 연결되도록 설계
함으로써 사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
었다. 이와함께 R+P 복합개발 계획 수립 시방재
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재난방
지와 안전문제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의 변경 기준이 포괄적이
고 고밀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어렵다.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권
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역세권은 대부분 녹지
·

<그림 4> 퉁청역 복합개발사업 설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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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크게
제한되어 있어 미개발 철도부지의 역세권개발사
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철도 부지를
비롯하여 철도선상을 포함한 다양한 철도시설의
개발을 위한 ‘지상권’ 개념 등의 도입에 대한 내용
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개발 주체의 특성

정부에 의한 개발계획은 경제적 이익보다 공공
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적 도시관리
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의 여건변화
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느린 단점이 있다. 또한 계
획 절차가 복잡하고 계획과정의 참여주체가 다양
하여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사업 참여자들의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철도역사를 건설하는 개발주체가 철도역 개발
시 역세권 개발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MTRC의
R+P 개발모델의 경우, MTRC는 입찰을 통하여
개별 획지에 대한 개발권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매
각 대금은 철도역사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개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MTRC는 필연적으로 민간 시장의 메커니즘
을 고려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반영
·

·

<표 5> R+P 개발모델의 사업 대상별 추진주체

부동산
철도
토지
관리 개발 소유 운영 건설 소유 소유 시스템
민간사업시행자
+
MTRC
정부 민간
임대
MTRC

하여야 한다(<표 5> 참조). 상장회사라는 MTRC
의 특수성도 신용등급이나 재무구조 등 회사의 운
영이 방만해지지 않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MTRC는 계획 및 개발의 전 과정을 통해
개별 사업시행자들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개
발 이익과 위험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복합개발사
업이 안정적이고 균형있게 완료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1990년 정관오역의 복합개발계
획 수립 시, 최초 개발계획은 건물의 4층 상가 기
단부 위에 두 동의 업무용 건물을 개발하도록 계
획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03년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새로
운 개발계획을 통해 기존 업무용 건물을 부동산
시장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호텔과 주거용 빌딩
으로 개발하였다(<표 6> 참조). 현재 정관오역은
홍콩의 카우룽 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MTRC의 R+P 개발모델은 계획,
개발 및 관리 주체가 단일화되어 있어 대규모 개
발계획 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 간의 거래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철도
차량기지 공사 시 단지계획을 사전에 고려하여 상
부 인공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상부의 복합개발
시 기초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별 사업을 사
업주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 기간을 크
게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세권 이용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공사 또
는 공단과 민간 및 민간의 개발 등을 계획하고 추
진하기 위한 세부규정들이 미흡하여 역세권 통합
개발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발주체
가 단일화되지 못하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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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거래비용이 증가할 가능
성이 높다.
<표 6> 정관오 역세권 복합개발계획

1990년
정관오역
개발
계획
2003년
정관오역
수정
계획
자료: http://www.pland.gov.hk/pland_en/press/
publication/nt_pamp hlet02/tko_html/concept.html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홍콩의 R+P 개발모델을 사례로 사
업의 추진체계, 추진방식, 개발모델 적용의 효과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 모델이 우리나라 대도시
역세권의 복합개발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계획적 복합개
발사업을 위한 R+P 개발모델의 연구 결과와 시
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P 개발모델의 추진체계와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MTRC를 개발주체로 도시
계획적 접근방식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하기 때문에 추진체계가 명료하고 일관된 개발 방
식이라는 점이다. 역세권의 입체적 토지이용계획

에 따라 주요 용도별 개발구역의 사업자별로 사업
단위가 분리되어 있지만, MTRC는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며, 역세권 개발사업계획을 총괄하기 때문
에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모델의 추진체계가 명료하여 개발 사업
의 추진에 따른 교통국, MTRC, 민간개발사업자
등 사업주체의 개발에 관련된 법적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른 실시
계획 변동 외에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인
허가 과정도 거의 지연되지 않으며, 사업 관리주
체의 책임 소재도 분명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R+P 개발모델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민간의 활력을 이
용한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도 건설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사 개발 이후에 역세권 개발구역을 설정함에 따
라 개발시기와 시행자 등이 이원화되어 역세권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어려운 것이 현
실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자격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지주회
사, 한국철도공사, 민간 사업자 간의 SPC 설립을
통해 공공시설의 소유권 이전 및 장기 임대사업의
형태로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SPC 설립방식에 따른 참여주체별 사업성 판단 기
준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역세권 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협상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 및 통합적 체제가 미흡하다.
또한 대부분 민간사업자는 개별 사업방식을 도
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상업 및 업무 용지를 조성하기가 어렵다. 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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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주체별로 목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중장기 계획적 측
면에서 개발규모와 개발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와 권한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 적합한 역세권 개발체계와 방식은 역세권 개
발의 통합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추진주체를 단일
화하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홍
콩의 R+P 개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
서 R+P 개발모델의 시행을 위한 자본조달 구조
를 분석하면, MTRC가 사업의 계획, 실행,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
로 인한 개발이익까지 해당 역세권의 관리 및 운
영자금으로 환원되어 MTRC의 역세권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한
다. R+P 개발모델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 공공기반시설의 투자비 부담을 감소시
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R+P 개발모델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역세권의 주택가격은 이 개발모델이 적용되지 않
은 지역보다 5~17% 정도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통행량 증가와
연계된 수익 창출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일원화된 사업 추진방식은 사업기
간을 단축시키고 민간 개발업자가 MTRC에서 개
발 이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부동산
개발 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보장되
며, 주변 낙후지역에도 가격 프리미엄을 통한 개
발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홍콩의 역세권 부동
산 개발사업은 MTRC 전체 수익의 50%에 이르
며, 새로운 개발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어 지속적이
고 안정적인 철도역의 건설과 운영에 중대한 역할

을 하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인 MTRC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과의 공동사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도 건설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이 이원화되어 추진된다. 따라서 철도역이 개발되
면 주변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
때문에 철도역 주변 역세권 개발의 사업성이 하락
되어 민간 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경제적
위험 부담이 증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철공사
와 철도공사는 철도역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정부
보조와 운영사업수익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에 따
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체계화된 민관협력 모델
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모델은 민간과 공공부문
의 협력적 체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통합적 전략적
사고의 틀 속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 및 공간계획적 관점에서 보면, R+P
개발모델은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토지이용의 연
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개발사업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홍콩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전략
을 바탕으로 주요 중심지인 전략성장거점 및 신규
성장거점을 육성하거나 버려진 산업용지 등을 활
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TRC는 축
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단계와 각종 사업 현안의 협의 및 조정단계에
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철도역과 공용공간
의 조성을 통한 공적 자산가치를 높이고 도시공간
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민간 부동산시장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 직접적으
로는 ‘철도건설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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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사법’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과 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민간이 개발사
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등의 적용
이 필요하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되는 다양한 법
률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관련 행정부처도 분산
되어 있어 R+P 개발모델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일
관성 있는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역세
권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방식, 인 허가
절차, 개발시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은 사업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사업협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거의 없어 실효성
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효용성을 제고
하고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통합된 제도와
사업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역
세권 개발 시 건설의 개념뿐만 아니라 계획 및 개
발, 관리 및 운영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역세권
개발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밀 도시인 홍콩은 거점개발을 통해 집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세권 개발에 홍콩의
R+P 개발모델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MTRC가 현재 중
국의 대도시에 이 모델을 적용하여 철도 노선 및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
라도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을 위한 중장기 개발
계획, 사업 추진체계 및 제도의 통합, 그리고 적용
가능한 개발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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