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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의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참여한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모습=한미글로벌 제공

[e대한경제=안재민 기자]건축설계 및 건설사업관리(CM) 업체들의 부동산 개발 시장 진출 움

직임이 활발하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를 만들거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

자해 개발 이익을 노리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일건축은 ‘DI플랫폼’과 물류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DI플랫폼은 동일건축내 인물들이 주도해 설립한 회사로 동일건축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DI플랫폼은 특수목적법인(SPC) ‘동천안 로지스틱스’를 설립해 직접 부지를 매입, 물류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이후 온라인 배송시장이 성장하면서 물류센터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 이익은 상당할 전망이다. 

동일건축 뿐 아니라 다른 건축 사무소들도 부동산 개발에 직ᆞ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목양그룹이 참여하는 ‘센트럴N49’ 사업 조감도/출처: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10여년만에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인 ‘센트럴N49’ 사업에는 목양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우선 개발 사업의 설계사는 목양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 ‘센트럴엔49피에프브이(PFV)’에는 목양그룹 계열사인 엠디프로젝트가

출자한 상황이다.  



PFV는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시공사 등이 출자해 세워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다. 분양 등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은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목양 그룹은 공모 사업 설계 수주에 따른 수익 뿐 PFV출자를 통한 개발 이익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희림 역시 필리핀 세부에서 추진 중인 호텔 개발사업 설계를 맡았을 뿐 아니라 지분투자도 진

행했다. 희림은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법인 BXT A&C에 지분을 투자해 향후 개발 이익을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원건축,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은 과거 시행사 ‘핍스

웨이브개발’에 출자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핍스웨이브개발은 지난해 계룡

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마곡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도 여의도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한강랜드마크PFV’의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CM)업체들 역시 개발사업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5일 청약을 성황리에 마친 주거형 오피스텔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개발사업을 진행

하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출자했다. 

주식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는 한미글로벌이 지분 94.75%를 보유한 부동산 개발 업체다. 

여의도 현대마에스트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선릉역 마에스트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 문

정역 마에스트로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삼우씨엠이 참여한 레지던스 사업 '힐스테이트 해운대'  투시도

삼우씨엠은 지난해 12월 분양을 진행한  레지던스 '힐스테이트 해운대' 사업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NH투자증권과 함께 출자해 설립한 시행사 '엔에스파트너스'를 통해 현재 인천광역

시 항동에서 진행중인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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