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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부동산 자문의 ‘명불허전’ 

딜로이트 안진 부동산∙에너지∙인프라 그룹 리테일(retail) 팀  

 

지난 5월 ‘토마스컨설턴츠’ 한국법인 인수 이후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REI(부동산∙에너지∙인프라) 

그룹 리테일(retail) 팀의 행보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자문업계에서 REI 그룹의 위치는 익히 알고 있듯이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단연 톱티어(Top-Tier)를 유지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자문부문에서 타 회계법인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국내 최강을 자부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리테일 팀을 소개한다. 

 

 

리테일 전략 수립에 특화된 국내 최고의 팀 파워 

토마스컨설턴츠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부동산 전문 컨설팅기업으로 백화점, 쇼핑몰 등의 입지 선정, 입점 

업체 선정 및 운영 등 전략 수립을 자문하는 세계적인 상업시설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지난 5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정동섭 전무를 포함해 9명이 속한 토마스컨설턴츠 한국법인을 인수했는데, 이로써 

재무자문본부 REI 그룹은 상업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완벽하게 제고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http://www2.deloitte.com/kr.html


 

2008년 출범 이후 정동섭 전무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주요 지역에서 총 개발면적 

400만 평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 신세계 동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등의 개발사업 운영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전략 수립 등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롯데 용인 쇼핑센터, 월드타워몰, 인천 롯데타운, 여의도 IFC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인수 이후 REI 그룹은 전략적 앵커 테넌트 리징(대형상업시설 내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파급력 높은 부동산 

임차인을 유치하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회계법인으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업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기존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리테일 팀은 정 전무를 포함, 총 9명의 전문가들이 리테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 정예 서비스팀이다. 

토마스컨설턴츠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리테일 팀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동안 유통사 

위주의 국내 클라이언트에서 해외 클라이언트로 스펙트럼이 확장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들과 더 많은 

‘딜(deal)’을 성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의 클라이언트와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이런 이유로 리테일 팀은 국내외 유통사들이 독점적으로 찾는 상업 부동산 자문팀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고객사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관계로 상업 부동산 자문 용역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  

 

국내 상업 부동산 자문 서비스부문에서 최고의 팀임을 자부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최준환 대리, 김영주 사원, 김민동 사원(네번째 줄), 노은빈 과장, 김복순 과장, 이경미 과장, 이영경 대리, 

안혜림 사원(세번째 줄), 오예빈 대리, 고아라 대리(두번째 줄), 정동섭 전무 

 

전략수립부터 가치평가까지…리테일 팀 주요 서비스 

  

REI 그룹의 리테일 팀은 리테일(retail) 관련 사업기획 및 개발 전략 수립 업무에 특화돼 있다. 비즈니스 

가치평가(business valuation), 리테일 관련 장기 비전 수립을 비롯,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업무를 포함한 리테일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리테일 팀은 전략 수립에 기반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무기다. 

 국내 유일, 국내 Big 3 유통사(롯데, 신세계, 현대)를 비롯한 리테일 운영사, 건설사, 사모펀드의 

리테일 전략 수립 

 해외 유수의 리테일 운영사(터브만, 모히건 썬즈, APG, KKR), 사모펀드의 국내 리테일 투자자문 및 

개발 전략 수립을 성공적으로 진행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자문 팀

 

 

 

모델(gravity model) 적용으로 매출 예측까지  

최근 몇 년 새 대기업들의 대형 쇼핑몰 조성사업이 잇따르고 있는데,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과 고양점, 신세계 

센텀시티, 롯데월드 타워몰, 여의도 IFC몰, 에버랜드 등 지난 수 년 간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유통기업들이 

진행한 개발 사업들이다. 이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주인공 역시 리테일 팀이다. 

부동산 관련 유통사업이 디벨로퍼 중심에서 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리테일 팀은 리테일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리테일센터 투자 타당성 분석뿐만 

아니라 밸류 애드(value-add) 전략을 전달해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리테일 센터 개발사들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개발계획 업무를 비롯해, 상품화 

전략 실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리징(leasing) 업무, PM 업무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부동산 자문시장에서 

증가하고 있어 REI 그룹 리테일 팀에서만 특화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실 눈높이가 높아진 고객들은 리테일 관련 전반의 모든 내용을 컨설팅 받기를 원하지만, 시장 내 경쟁사들은 

사실상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를 들어, 임대업을 하고 있는 리징사들은 리징을 중점 

서비스로 두고 업무를 진행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유통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리테일 

팀은 개발 전략 수립, 기업 전략 수립, 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사업타당성 검토, 밸류 애드 전략 수립, 리징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업무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채워주고 있다. 

또한, 리테일 센터의 개발 전략수립 시 가장 중요한 정량적 분석은 매출 추정인데, 보통 4~5년을 내다보고 

추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리테일 팀은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래비티 모델(gravity 

model)을 활용해 부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부동산 타입 도출은 물론, 매출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즉, 현실적인 매출 예측으로 개발사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투자 및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 최다 실적, 최다 규모 시설 컨설팅 경험…성장 가도 기대 

국내 부동산 자문업계에서 이미 절대적인 선두 자리를 차지한 딜로이트 안진 REI 그룹 리테일 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인 조직 확장으로 ‘1위 굳히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트렌드에 맞게 빠르고 과감한 대처로 부동의 1위를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빠른 성장에 맞춰 

상업 부동산 관련 전문 인력 확보로 상업 부동산 전문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상업 부동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도적인 플레이어가 되는 것, 또한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예비 유통 플레이어에게 수준 높은 리테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리테일 팀의 또 다른 목표다. 

 

글·사진 Brand & Communications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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