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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남북분단 60년 한반도의 남북철도 역시 분단되어 왔으나 2007년 5월19일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열차시험운행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철도가 다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의선 열차 운행이 잠정 

중단됨으로써 남북철도 운행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깊은 동면에 들어갔다.

  남북철도 연결은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북한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묶는 실질적 

수단인 동시에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함으로써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임

에 분명하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철도는 상이(相異)한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 북한은 오랜 경제난

으로 철도보수와 현대화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남북철도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교통수단으

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책적·기술적 현안들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에 수반되는 여러 현안 중 재원조달방안을 중심으로 1)그동안 학계에서 제

안된 기존 방법론들을 조사하고, 2)최근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물옵션에 대해 설명하고, 

3)이를 남북철도 개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서론

  남북분단 60년 한반도의 남북철도 역시 분단되어 왔으나 2007년 5월19일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에 

열차시험운행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철도가 다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의선 열차 운행이 잠정 

중단됨으로써 남북철도 운행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깊은 동면에 들어갔다. 남북철도 연결은 정치·사

회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북한을 하나의 교통망으로 묶는 실질적 수단인 동시에 한반도를 대

륙과 연결함으로써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임에 분명하다. 분단 이후 남

한과 북한의 철도는 상이(相異)한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 북한은 오랜 경제난으로 철도보수와 현대화가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남북철도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많

은 정책적·기술적 현안들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에 수반되는 여러 현안 중 재원조달방안을 중심으로 1)그동안 학계에서 제

안된 기존 방법론들을 조사하고, 2)최근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물옵션에 대해 설명하

고, 3)이를 남북철도 개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남북철도(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존 방법론

  남북철도 역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인프라의 한 분야 중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기존 연구 역시 남북

철도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도로, 철도, 해운 등 인프라 전체에 대한 남북한 협력사업의 방법론에 중

심을 두고 있다. 때문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다양한 방법론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2.1. 국내외 혼합방식1)

  2.1.1 남북협력기금과 국제기구의 무상 ODA혼합 모델

  남북협력사업 초기는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진행하며, 향후 국

제 ODA도입을 위해 우리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가입을 적극 권유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가입 

1) 엄선희, “북한 수산개발을 한 해외 재원조달 략”,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91호, 2008.12.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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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곳을 통해 차관도입과 기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3단계부터는 

장기적이면서 사업의 활성화차원을 위해 민간자본의 비중을 크게 늘어나게 해야 한다.

  ODA는 협력방식에 따라 다자협력 방식과 양자협력 방식이 있고, 지원조건에 따라 무상 ODA와 유사 

ODA로 나눌 수 있다. 다자협력 ODA의 경우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후에는 UN, IBRD, IMF, ADB 

등을 통한 유무상 ODA를 통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양자협력ODA의 경우는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가 해

결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한다면 공적개발원조의 

형태로 전후처리 배상금이 북한에 지불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1.2 남북협력기금 및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이하 PF)2)재원조달 모델

  민간자본을 통한 재원조달 모델의 경우 초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여 리스크 등을 

일정정도 불식시킨 후 남한 기업의 직접투자 및 국내 금융기관 등의 PF를 통해 개발을 지원한다. 차후

에는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 및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PF를 통해 지원한다. [그림 2]

 2.2. 국제지원방식3)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

금을 경협부문과 비경협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국제부문에서는 특히 북

한 지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UN의 인도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유엔은 과거 1995년 북한의 

대량식량지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온 이력이 있으므로 기타 국제 행위자들 보다 좀 더 수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게 국제 ODA와 중국의 원조를 꼽을 수 있다.

 국제 ODA는 미국의 관계에서 오는 불확실성으로 영미국가들 보다는 EU와 개발 협력에 관한 금융의정서

(Financing Protocol)를 공식적으로 체결하여 EU의 ODA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중국의 대외원조 중 

특히 북한에 대한 원조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상업 지구(나선, 두만강 유역 등)를 통한 교류협

력으로 매우 우호적 조건이다. 특히 ODA뿐만 아니라 차관의 경우는 상환기간이 거치기간을 포함해 2~30

년이고 생산물로도 상환이 가능하다. 더불어 때에 따라서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채무

상환이나 채무의 완전 무상원조화도 가능하다.

 2.3. 남북협력기금 중심 방안4)

  남북관계 진전(2006년 상황)에 따라 협력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은 정부의 재정 출

연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금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를 통해 기금 확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

이 필요하다.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국제금융 기구로부터의 차입 능력이 배양되기까지는 국제금

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주도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불가

피하다. 그러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튼실하고 안정된 기금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크게 

아래와 11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장기 남북협력기금 확충 방안:

 ①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목적세 신설 방안

 ② 국공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

 ③ 교류협력 당사자 및 남북관련 사업자 기금 부담 방안

 ④ 동북아 개발은행(가칭) 신설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

 ⑤ 예산 1% 대북사업 투입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

 ⑥ 남북민간경협기금(가칭) 신설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

 ⑦ 통일복권(가칭)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

 ⑧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기금조성 방안

 ⑨ 북한지원 국제 컨소시엄(가칭) 구성을 통한 협력기금 조달 방안

 ⑩ 기금조달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방안

2) 로젝트 이낸스: 규모 자 이 필요한 실패 험이 큰 개발사업에 해 수익성을 근거로 실시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융기법

3) 엄선희, “북한 수산개발을 한 해외 재원조달 략”,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91호, 2008.12. (pp.55-64).

4) 남성욱, “남북 력기 의 황과 효율 인 장기 운 방향에 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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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다자간금융협의체 활용 방안

 2.4. 산업개발기금 및 통일채권 방식5)

  열악한 북한의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별 통계와 

개발 전략 그리고 구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때 정보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북한지역 산업개발을 위한 정부주도의 자금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조세저항 등 부작용도 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으로 북한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의  7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북한의 산업개발기금의 신설

  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해 정부 및 대기업의 출자금 증액, 예산절감 및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활용, 국

채발행, 세목신설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산업개발 경험이 많은 

개발금융기관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② 군사비 예산 절감

  남북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안보상의 위험이 감소되기에 남북한 간의 군 인원과 군비의 축

소가 가능할 환경이 조성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군사비 외에도 남북분단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지불

했던 체제유지 비용의 전용이 가능하다. 

 ③ 정부의 고유자산 매각

  북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시장가치가 있는 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민간 기업 등에 매각하거

나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북한지역 산업개발 등을 위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상으로 우대하거나 각종 보조

금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국채발행(통일채권 발행)

  단시간에 대량의 내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거시경제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단계별로 발행하면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내국채와 동시에 외화표시 외국채를 주변 국가들(일본, 중국 등)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과 함께 내국채 발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그동안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서 산업자금을 조달한 개발금융 기관의 노하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⑤ 국제금융기구 차입 확대

  현재 북한의 대외신용도는 민간차원의 외자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나 남북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

에는 대외이미지의 개선으로 대외신용도가 상승하게 되어 민간차원의 외자도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⑥ IMF로부터의 자금지원

  북한이 IMF에 가입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확대 구조정 금

융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MF의 회원국에 대한 신용공여제도는 정규신용제도와 특별 신용제도로 

나뉜다. IMF의 특별 신용공여 제도 중 양허성 지금지원제도로는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가 있다. 

ESAF은 양허성 융자제도로서 구조조정금융제도(SAF)를 확대하여 1987년 12월에 설치된 것으로 장기 저

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ESAF의 재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으로

부터의 차입금으로 운용되며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와 같은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1인당 GNP가 

낮은(1천불 미만) 저개발 회원국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⑦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의 자금지원

  ADF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부채상환능력이 제한된 개발도상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양허적인 조건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1974년 6월에 설립된 특별기금이므로 북한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ADF 자금은 

세계은행의 IDA 자금과 비슷한 성격의 양허성 개발자금 지원기금으로 금리는 무이자이지만 매년 융자금

5) 이상만,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한 정책과제  재원 조달 방안”,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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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5～40년이다.

 2.5. 특수산업개발펀드 방식6)

  펀드의 설립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인, 기관 투자가의 출자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집

하되, 북한지역 광물개발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국내금융기관을 비롯한 World 

Bank나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투자자 외에 동 펀드의 운영에 있어 

자문기관,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설립이 필요하고, 자문기관의 경우 펀드매니저와 관련이 없는 

출자자로 구성되며 주요기능은 자산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에 대한 유권해석, 기타 펀드매니저가 의뢰

한 사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업무 수행한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며, 자

산보관회사의 경우 펀드의 위탁으로 자산의 보관, 유가증권의 입·출금, 이자 및 배당금 수령 등을 주

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여 북한 광물개발에 민간자금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잇는 반면 단점으로는 투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펀

드의 기본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점으로 북한 광물의 개발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라서면 투자 위험

성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2.6. 다차원 재원조달 방식7)

 추진단계별 자금원천을 달리 하는 다차원 재원조달 방식이 있다. 공익형 인프라의 구축은 추후에 전개

될 사익형 인프라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므로, 타당성 조사와 사업홍보착수

비용, 급수, 진입도로 등 토목 인프라 정비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한다. 전력, 통신, 물류와 관련한 기

반시설 강화사업에는 국내외PF와 남한기업 직접투자금을 투입한다. 운영강화 및 유기적 연계 전반에는 

외국기업 직접투자 및 국내외PF를 투입한다. 부족한 국내자본 보충과 외국의 선진기술도입을 통한 기술

력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외자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원조달 모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

징을 비교하였다. 

 2.7.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 국제공조적 접근방식8)

마지막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국제 공조적 접근방식을 들 수 있다. 단계는 크게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 가칭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동북아개발은행’이 성공하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AAA의 최고 신용등급으로 융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 EU 등 주요국의 지지가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필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제원을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 내에 양허성 자금지원 창구(soft window)

가 설립되어야 한다.세계은행의 IDA, ADB의 ADF와 상응하는 주요 원조공여국의 자금출연에 의한 양허성 

자금지원 창구를 설치해야 북한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 가칭 ‘동북아금융공사’ 설립

  세계은행그룹 산하의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자

회사인 아시아금융투자공사와 같은 국제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가칭 ‘동북아금융공사’를 

‘동북아개발은행’과 병행 또는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

칭 ‘동북아개발은행’ 창설안은 양허성 자금지원 창구와 민간투자지원 방안을 보강해야만 실제로 대북 

경제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③ ‘북한개발자원그룹’ 설립 

  대북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공적개발원조(ODA)자금 등 주요 원조국의 양자 

간 지원과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을 유도하고, 대북 기술지원이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다자

6) 추원서, “북한 물자원 개발을 한 재원조달방안”, 2007. (pp.141-164).

7) 임성훈, “북한개발과 남북 력을 한 재원조달 방안”,『남북한 교류 망과 한반도 개발방향』, 2007. (pp.34-44).

8) 장형수, “북한 개발지원을 한 국제 력 방향-재원조달 방안을 심으로”,『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pp.3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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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금으로서 ‘북한신탁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신탁기금은 ‘북한개발지원그룹’ 참가국, 국제기구 

등의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이 기금을 ‘북한개발지원그룹’이나 세계은행, UNDP 등 국제기구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국제 민간부문의 대북투자 유도를 위해서 협조융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등을 

통한 국제공적자금과 민간 컨소시엄의 연계를 추진한다. 북한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메커니즘을 운영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중장기 북한개발지원 계획을 북한과 함께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북한개발지원그룹’ 참가국간 북한경제지원에 대한 정책

을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 실물옵션(Real Option)의 개관9)

  옵션(option)이란 옵션매입자가 일정 기간(life of the option)동안에 미리 약정한 가격, 즉 행사가

격(exercise price)으로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옵션은 미래에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므로, 만일 미래에 전개되는 상황이 의사결정자에게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라면 옵션이 별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옵션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해온 옵션은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 금융옵션이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와 

같은 실물자산에 대해서도 옵션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옵션이 실물옵션(Real Option)이

다. 실물옵션은 금광개발이나 투자안과 같이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옵션을 가

리키며, 최근 Real Option의 활용은 석유, 전력, 광산 프로젝트 및 생명공학에서 하이테크, 인터넷 비

즈니스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Merton과 Black and Scholes가 1970년대 초부터 옵션 가격결정 모형을 개발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

면서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자산(real asset)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물옵션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다. 특히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Brennan and Schwartz10)와 McDonald and Siegel11)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실물옵션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Dixit and Pindyck12)는 개발된 다양한 실

물옵션 이론과 응용사례들을 정리함으로써 실물옵션 기법이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옵션의 개념을 실물옵션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실물옵션에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투자를 통

해 얻게 되는 실물을 의미한다. 행사가격은 투자에 소요되는 매몰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투자는 콜옵션의 개념에 해당하며, 건설한 도로를 해체하는 비투자(disinvestment)는 풋

옵션의 개념에 해당된다. 만일 어느 투자사업의 시행여부를 어느 특정기한 내에 결정해야 한다면 아메

리카형 옵션이며, 특정기한에만 꼭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유럽형 옵션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물

옵션은 특정 만기일이 존재하지 않는 만기무한 아메리카형 옵션(perpetual American option)으로 볼 수 

있다. [표 1]

  

 4. 남북철도 개발에 실물옵션(Real Option)의 적용

 실물옵션은 거래되지 않는 자산 혹은 사업에 대해 옵션을 구성하여 유통시킴으로써 해당 자산 혹은 사

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 및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장에서 

정리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들의 밑바탕에는 다음의 2가지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이 있다. 첫째는 정

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대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둘째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

러 가지 위험요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9) 박호정 "비용편익분석 이론과 기법의 최신 동향 연구",2009 고려대학교

10) Brennan, M and E. Schwartz. “Evaluating Natural Resource Investments.” Journal of Business Vol.58, No.2, 1985, 

(pp.135-157).

11) McDonald, R., and D. Siegel. “The Value of Waiting to Inves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1, 1986, 

(pp.707-727).

12)  Dixit, A. K. and R. S. Pindyck, Investment under Uncertain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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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옵션을 남북철도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 크게 3단계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증권화를 통한 기초자산 구축

 실물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가령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주식시장을 가리키는 지표이지만, 지수의 변동에 따라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정부 

혹은 남북철도 개발의 1차 공적기관은 남북 철도에 필요한 재원을 증권화(securitization)시켜서 기초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1단계이다. 금융분야에서 말하는 증권화란 기존의 대출 채권이나 미래에 현금 흐

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함)와 같은 도

관체(導管體, conduit)에 양도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

달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물론 초기 투자금은 남북협력기금이나 국제사회의 지원금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정부 혹은 남북철도 개발의 1차 공적기관이 남북철도 개발과 관련된 채권들을 도관체

(conduit)에 양도하고 도관체가 관련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초자산을 구축한다

 ② 기초자산의 유통을 위한 시장 형성

 이와 같은 증권화 방식을 통해 구성된 기초자산은 시중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민간시장에서 흡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산(남북철도 개발사업)의 가치가 평가받음으로써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결정된다. 이 때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1차 공적기관이 기초자산에 투자하고 보유한 대출채

권을 SPC에 매각하면, 그 SPC는 다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재

원을 조달한다. 그리고 대출채권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공적기관이 관리 및 회수하여 SPC를 통해 투

자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투자자는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③ 실물옵션 구성을 통한 위험 분산 및 시장 활성화

  현대의 발전된 금융시장에서는 선물(Future), 옵션(option) 등을 기초자산(현물)과 조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 Trade)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앞서 형성된 기초자산 중권에 3장에서 언급한 실

물옵션의 개념을 더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수익과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더욱더 많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증권화를 통한 기초자산 구성 및 실물옵션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철도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이 크게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원

만으로는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모든 재원을 조달하기 힘든 만큼 이를 유통하기 쉬운 증권화 형태로 

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둘째, 증권화를 통해 북한경협 개발사업과 자본시장이 유기적으

로 통합됨으로서 경협 개발사업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 즉, 증권화라는 과정을 통해 북한경협 개발

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위험을 줄이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다 될 것이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가져올 수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자산 투자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사

업이 좌초될 경우 큰 경제적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및 압력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사업의 안정화에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인프라 사업과 같은 공공재에 증

권화 및 실물옵션을 활용을 통해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시장불안이 형성될 가능성도 고려치 않으면 안된

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 보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때문에 향후 

남북철도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실물옵션이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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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옵션 실물옵션

옵션가격
옵션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 금융
시장에서 결정

옵션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 일반적으로 확정된 가격이 아님

행사가격
기초자산을 매입, 매도할 때의 거래가격. 옵
션계약 상 고정된 가격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비투자 시에 소
요되는 비용. 투자비용 또는 비투자비용은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형
에 따라 불확실성을 도입가능

만기 옵션행사 기한.
실물자산의 투자 또는 비투자의 옵션행사 기
한. 사전에 정해진 경우도 있으며, 만기무한
인 경우도 있음

유동성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확보 실물자산의 특성상 비유동적인 경우가 다수

표 1 금융옵션과 실물옵션의 차이

그림 1 ODA를 통한 재원조달 전략

  

그림 2 민간자본을 통한 재원조달 전략

그림 3 북한광물개발펀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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