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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A great number of brokerage firm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in Korea invested approx. USD 2.6 billion in office buildings in Paris
France. According to Avison Young Korea (Myeonghan Yu, Head of Research), it is inevitable for them to explore overseas as there are limited
supplies in the domesti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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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4월22일 오전 6시12분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올 들어 대형 오비스 빌딩과 복합 시설 등 총 3조원 규모의 프랑
스 파리 부동산을 쓸어담았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는 국내 금융사들이 앞다퉈 파리로 몰
려가면서 현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과 삼성SRA운용은 1조5000억원짜리 파리 뤼미에
르빌딩 인수를 최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엔 미래에셋대우가 1조830억원 규모 라데팡스 마중
가타워 인수전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티시먼스파이어가 파리
라데팡스 CBX빌딩을 매물로 내놓자 하나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다수의 국내 증권·자산운
용사가 인수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금융사들의 투자는 파리 신시가지의 중대형 빌딩에 몰리고 있다. 뤼미에르빌딩은 파리 구도
심 동쪽 12·13구의 신흥업무지구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다. 마중가타워는 파리의 대표 부도심 라
데팡스의 랜드마크 건물이다. 한국투자증권도 라데팡스 지역에 3700억원 규모의 투어유럽빌딩
을 지난달 인수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초 제이알투자운용과 파리 크리스탈리아 빌딩을 2200억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이 들어선 뤼에이-말메종 지역은 파리 핵심업무지구에서 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신흥업무
지구다. 푸조-시트로엥그룹, 유니레버, 기아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파리 오피스 시장에 국내 금융투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
퇴)가 현실화돼 글로벌 기업의 유럽 본사가 런던을 떠날 경우 파리가 이전지역 1순위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유로화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을 활용할 때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영국 런던 오피스 빌딩 투자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스톱됐다”고 말했다. 한동안 투자열기가 높았던 미국에 대한 선호도도 10
여년 간 이어진 호황으로 자산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오르면서 한풀 꺾였다.
국내 증권·자산운용사들의 영국을 제외한 유럽 부동산 투자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 주요 연기금들이 주식·채권투자 대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 높은 대체자산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은 지난해 주식투자에서 10%대의 손실을 낸 반면 대체자산
투자에선 10%안팎의 수익을 냈다. 유명한 에비슨영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좁고 매물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증권·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선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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