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5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부동산·인프라 투자 컨퍼런스

“영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570억파운드(약 86조원)어치

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 기관

투자가에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자부

합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소속으로 한국과 일

본의 자본 유치를 전담하는 휴 드 뤼지

냥 선임 투자담당관(사진)은 23일 ‘ASK 

2019 글로벌 부동산·인프라 투자 컨퍼런

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

퇴)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영국

이 받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유

럽 2위인 프랑스와 3위 독일을 합

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소개했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과 부동산, 

인프라 부문 투자 증가도 도움이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2050년 탄소 

무배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영국은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정책을 펼치

고 있다. 세계 해상풍력의 40%(5.8GW)

가 영국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 외에 육상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폐기물 에너지 생산, 신재

생에너지 관련 전력망 구축 등의 

일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드 뤼지냥 담당관은 “영

국 정부는 5억5700만파운

드(약 8400억원)어치 추가 보조금(CfD·차

액계약제도) 제도를 도입해 신재생에너

지 투자를 장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비중은 낮

은 편이지만 최저가격을 정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정부가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

자자가 몰려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삼성화재·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으로 구성된 한국 기관투자

가 컨소시엄은 드 뤼지냥 담당관의 소개

를 받아 영국 신재생에너지 업체 옥토퍼

스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곳의 태양광발

전소에 투자했다.

그는 “영국 내 주택 건설 수요가 급증하

고 있다”며 한국 건설회사의 투자도 권했

다. 드 뤼지냥 담당관은 “영국은 글로벌 금

융위기 때 중소 건설사가 상당 부분 폐업해 

주택 공급이 수요의 3분의 2밖에 충당되지 

못하고 있고, 건축 유형도 벽돌식 위주로 정

형화돼 있다”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모듈형 주택을 지은 경험이 많은 한국 건설

사들이 영국 시장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물류센터 각광 … 노후시설 리모델링해 高수익”

“미국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은 강

하지만 향후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있습니

다. 코어자산(중심지 핵심 자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해 개

량하는 등 ‘밸류 애드’ 전략을 병행해 리

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제이 글라바흐 

아레스매니지먼트 파트너)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

린 ‘ASK 2019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

들은 대도시 고층빌딩 위주 투자에서 벗

어나 세계 각국의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에 발맞춘 다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과 서유럽에

서는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밀레니얼 세

대(1980~2004년 출생자)가 도시로 몰려

들어 주택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

다”며 “주거용 주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

한 미국과 유럽의 물류시설 수요 역시 늘

어나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남하’는 투자 기회
코 유라섹 크로우홀딩스캐피털 전무는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연

령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난 여

파로 도시지역 주택 임대 수요가 늘고 있

다”며 “미국 도시지역의 멀티패밀리(아

파트·연립주택)형 부동산이 유망하다”

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찾는 밀레니

얼 세대와 따뜻한 날씨 및 낮은 수준의 

생활비를 원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동시

에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2023년

까지 미국 서부 연안과 플로리다 등 ‘선

벨트지역’ 도시들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의 주요 국가도 주택이 부족한 상

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토니 스메들

리 하이트만 전무는 “2001~2018년 스페

인, 독일,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주

요 유럽국가의 가구 수는 주택 공급보다 

빨리 늘었다”며 “덕분에 독일 영국 프랑

스 등 주요 국가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수

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0%에 가까웠지만 지난해 연 10% 수준까

지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관들은 펀드 자금의 26%

를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지만 유

럽 기관들은 이 비중이 4%에 불과하다”

며 “유럽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시화와 고령화 추세도 주목해야
북유럽이 인구의 도시 집중도가 높아지

는 점을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

도 나왔다. 미켈 뷜로-렌스비 NREP 파트

너는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

로 등 북유럽 도시의 인구는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많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북

유럽 대도시 주변의 도로 등 인프라와 주

택 건설 투자가 장기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

구를 위한 요양시설 투자도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됐다. 크리스 휼랏 옥토퍼스인베

스트먼트 대표는 “영국은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0년 85세 이상 노

인이 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만성질환·치매 환자를 위한 노인요

양시설을 현재보다 40% 정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 민간 투자

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대 기간이 길

고 수익률도 높은, 자산가 노인을 위한 

사적 요양시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

조했다.

○물류 부동산 투자 더 늘어난다
정보기술(IT) 발전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전자상거래가 부동산의 이용 형태를 바

꾸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입을 모았다. 주로 교외에 건설하는 

대형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도심 및 도심 

인근에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

달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기반시설’도 투

자 기회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교직원공제회·보험회사(TIAA) 

산하 자산운용사인 누빈의 브라이언 틸

튼 전무는 “전자상거래가 10억달러 늘 때

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1만6000㎡

의 물류 부동산이 필요하다”며 “물류 부

동산은 여전히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아 

지난 5년간 임대료가 연 평균 5.4% 올랐

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 기착지 물류

시설,  신선식품을 위한 냉장 유통 창고 등

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물류센터 등을 

매입해 개선하는 방식 등으로 가치 상승

을 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앤드루 힐스 

인베스코 전무는 “독일 국경에서 불과 2

마일(약 3.2㎞) 떨어진 폴란드의 한 도시

에서 아마존과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지

어 연 30% 넘는 수익을 내고 자금을 회수

했다”며 “폴란드는 땅값이 싸고 인건비

가 독일의 절반 수준이라 아마존이 15년

간 장기 임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현일/김진성/황정환 기자 

 hiuneal@hankyung.com 

주요 연사 말·말·말

“美 Z세대의 주택 소유가 줄고 있다.”
  코 유라섹  크로우홀딩스캐피털 전무

“미국에서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의 집 소

유가 줄고 있다.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으로 구

매능력이 떨어진 탓이

다.  미국에서 집을 소유

한 사람 비율이 64.8%

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시에 결혼 

연령 상승과 1인 가구 증가로 주택 공급

은 부족한 실정이다. 공동주택 임대사업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英 재력가 위한 요양시설 턱없이 부족”
  크리스 휼랏  옥토퍼스그룹 대표

“영국에서 65세 이상 고

령자의 67%가 대출 없

이 주택을 소유한 재력

가다. 이들은 본인 부담

금을 늘려서라도 양질

의 요양시설에서 노후

를 보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덕분에 신축 요양시설에 투자해 내부수

익률(IRR) 기준 7.5~8.0%의 수익을 내고 

있다. 임대 기간이 35년 정도로 길다는 점

도 매력이다.”

“부동산 바라보는 관점 달라져야”
  제이 글라바흐  아레스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매니저
“주택 수요가 소유에서 

임차로 변하고, 전자상

거래의 부상으로 첨단 

물류시설 수요가 급증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낡은 오피스빌딩

을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한다

든지,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에 임대주택

을 짓거나 물류시설을 개보수하는 방식으

로 수익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영국 상업용 부동산의 이례적인 기회”
  존 바라카트  M&G인베스트먼트

부동산금융 대표
“런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수요가 늘어

나면서 선순위 기준 연 

2.0~2.5% 수준의 수익

을 내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을 죄면서 기대 수

익률이 다른 유럽국가보다 높은 이례적

인 상황이 벌어졌다. ‘노딜 브렉시트’(사

전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우려 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은 

영국 경제와 연동해 좋은 수익을 돌려줄 

것이다.” 

“브렉시트 혼란에도 英 신재생에너지 투자 급증 … 2년간 570억파운드 예정”

‘ASK 2019’ 개막에 앞서 열린 VIP티타임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봉구 한국경제TV 대표, 김희석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김상태 미래에셋대우 
사장, 이현승 KB자산운용 사장, 김관영 제이알자산운용 대표, 니케시 메타 주한 영국대사관 부대사,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 정영채 NH투
자증권 사장, 김희송 신한대체투자운용 대표,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사장,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정은수 슈로더투신운용 대표.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교외 물류 거점뿐만 아니라

도심 배송시설·냉장창고 주목

美·유럽 도시로 인구 몰려

공용주택 건설·임대 활기

고령화로 노인요양시설 부족

자산가 위한 고급시설 유망

인터뷰  휴 드 뤼지냥 英 국제통상부 선임 투자담당관

선진국 부동산 투자 트렌드

<약 86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